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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선 영

이 연구는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

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가정-일 갈등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

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

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 간의 인과적 구조모형을 검정하였다. 

둘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구명하였다. 셋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

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

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구명하였다. 넷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

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가정-일 갈등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구명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이며, 공정거래위원

회(2019)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기혼 근로자를 목표 모집

단으로 설정하였다. 조사에는 직무열의,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가정-일 갈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

성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연구 맥락에 맞게 

선정하여 활용하였고, 모든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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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333부를 회수하였

다. 이 중 결측치,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하여 총 286부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과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Mplus 

7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및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

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

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값을 제외하고 모든 지

수가 양호하게 도출되어 모형에서 각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직

무열의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214), 셀프리더십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456),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

=.29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셀프리

더십은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353),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직접적

인 정적 영향(β=.53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

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34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

무열의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유의미한 정적 매개효과(β=.161)가 있었으

며,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유의미한 정적 매개효과(β=.102)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

무열의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

미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β=.085) 나타났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가정-일 갈등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

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열의의 매개적 관계를 유의하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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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정-일 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정적인 매개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및 심리적 임

파워먼트는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며, 

따라서 직무열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으로 기여할 수 있

다. 둘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그 자체로써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열의를 높이기도 하지만, 구성원의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증진

시킴으로써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

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직무자원 및 개인자원과 직무열의의 관계

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무자원과 요구가 직무

열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무열의를 증진시키는 동기부여과정을 검증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셋째, 기혼 근로자의 가정-일 갈등이 높을수록, 상사의 임파

워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직무열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일 갈등이 대기업 사무직 기

혼 근로자의 직무열의 발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자가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조직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구성원

의 셀프리더십을 촉진시키고 심리적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을 높이는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혼 근로자가 경험하는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을 완화시켜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단연구를 통해 직무열의와 관련 변인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직무열의가 역할 내 혹은 역할 외 수행과 같이 구체

적인 수행장면과 관련된 변인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셋

째, 변인 간 응답원을 달리함으로써 동일응답편의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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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넷째,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 직무열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가정-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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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람은 평생동안 어떠한 이유로든 일을 하게 된다. 일은 사람이 삶을 영위

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을 넘어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현대인의 경우 일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삶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을 통한 긍정적 경험은 개인의 행복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친다(권석만, 2008). 직장에서의 보람이나 성취감 등 긍정적인 정

서를 경험하게 되면 삶의 다른 측면에 전이되어 전반적인 삶의 행복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Joo & Lee, 2017; Zivnuska et al., 2016). 삼

성경제연구소가 201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행복한 직장인은 일

에서 의미를 찾고 일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삶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하는 시간을 풍요롭

고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직무열의(work engagement)

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늘날 조직은 구성원의 직무열의를 높이고자 하는데, 직무열의가 개인의 

웰빙(well-being)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 및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

다(Bakker et al., 2018; Rich et al., 2010; Simpson, 2009). 직무열의가 높은 구

성원은 역할 내 과업 수행, 조직시민행동, 고객만족 등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다(Gawke et al., 2017; Halbesleben & Wheeler, 2008; Orth & Volmer, 2017). 

이처럼 개인과 조직에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조직에서도 직무

열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이 강조되는 오늘날, 일에 대한 높은 열의

는 지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식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초지능·초연결 사회로 정의될 

것이며, 지식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높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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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에 따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조직 성공을 견인하는 지식근로자로서 

사무직 근로자의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김은석, 정철영, 

2011).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열의를 높임으로써 이들의 업무 성과를 높이게 

되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

어 인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직무열의(work engagement)는 열의(engagement)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Kahn(1990)의 연구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대부분 직무요구-자원 

모형(Job Demands-Resource model: JD-R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다(Bakker 

& Albrecht, 2018). 직무요구-자원 모형은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

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지만, 어떠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

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Schaufeli & Taris, 2014). 사무직 근

로자는 일 자체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기실현을 중시하며(Amar, 2002; 

Drucker, 2009; Tampoe, 1997), 이는 동기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Nielson 

et al., 2017). 따라서, 동기부여 측면에서 직무열의가 촉진되는 메커니즘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증진시켜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하여 임파워링 리더

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은 조직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

로, 특히 최근에는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강조되고 있

다(Bakker & Albrecht, 2018; Bakker & Demerouti, 2017). 다양한 리더십 중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자기통제

능력을 이끌어내고, 업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Arnold et al.,2000; Konczak et al., 2000). 그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

은 직무열의, 지식공유, 잡크래프팅, 혁신행동,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구성원의 

긍정적 직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조직성과를 향상시키

는 것으로 밝혀졌다(Ahearne et al., 2005; Chen et al., 2011; Kim & Beehr, 

2018; Srivastava et al., 2006; Raub & Robert, 2010; Zhang & Bartol, 2010; 

Zhang & Zhou, 2014)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 사이의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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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자기관리 전략 중 하나

로(Breevaart et al., 2014), 업무수행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과 행동

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 개인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됨에 따라 셀프리더십에 대

한 학문적·실무적 관심이 증가해 왔다(김군홍, 김정훈, 2015; Manz, 1986).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해 업무에서의 자율성이 증가하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한 구성원의 셀프리더십이 촉진될 것이며, 이는 일에 대한 에너지 투입과 몰

두 수준을 높일 수 있다(Amundsen & Martinsen, 2015; Kim & Beehr, 2018). 

임파워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임파워

먼트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Quiñones et al., 2013; Unsworth & Mason, 

201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지각된 유능성을 증가시키는 외적 사건은 

내재적 동기를 촉진하여 일에 대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Deci & Ryan, 1985; Martin et al., 2013).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내적 동

기부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

의 능력과 영향력, 통제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Spreitzer, 1995). 임파워링 

리더십은 유능성 지각을 높이는 외적 사건으로서, 일에 대한 내적 동기부여

를 높임으로써 직무에 대한 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부여 메커니즘에는 직장 영역(work domain)

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life domain)에서 오는 갈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정언, 2018; Van den Broeck et al., 2008). 전생애적 관점에서 성인 발

달 및 경력 발달을 살펴본 Erikson, Levinson 및 Super의 이론에서는 기혼 근

로자의 다중역할에 주목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게 되면서, 남녀 기혼 근로자 모두에게 일과 가정의 영역에서 다중역

할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국내의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기혼

자 비율은 73.4%로 대다수를 차지한다(통계청, 2019). 이들이 겪는 역할 간 압

력은 다중역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일과 가정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직이나 퇴직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백경민 외, 2019; 최화영, 정철영, 2014; Dåderman & Basinska, 2016). 일-가

정 갈등은 일이 가족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와 가정이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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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구별할 수 있는데(Byron, 2005; Dåderman & Basinska, 2016; Netemeyer 

et al., 1996), 이 연구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기혼 근로자의 가

정생활이 직장생활을 방해할 때, 임파워링 리더십이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

파워먼트를 거쳐 직무열의로 이어지는 매개적 과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한편,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일-가정 양립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가 잘 갖

추어져 있으며 제도의 시행률 또한 높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

족친화제도가 활발히 시행되지 않는다(홍승아 외, 2018). 제도적 여건이 갖추

어져 있지 않으면 일-가정 갈등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특성이론, 직무요구-자원 모형, 자기결정성이론, 자원보

존이론을 바탕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가정-일 갈등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한 개입 방안 및 향

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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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와 상사의 임파워

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가정-일 갈등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

로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

의 간의 인과적 구조모형을 검정한다.

둘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

의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

의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구명

한다.

넷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

의의 관계에서 가정-일 갈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 간의 인과적 구조모형은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가?

연구문제 2.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가?



- 6 -

연구문제 3.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의 매개적 관계에서 가정-일 갈등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직무열의

직무열의는 개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에

너지를 투입하여 높은 수준의 활력을 가지고 일에 전념하며 몰두하는 지속적

인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직무열의는 활력, 전념, 몰두로 구성

되며, 직무열의의 수준은 Schaufeli 외(2002)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대기업 사

무직 기혼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상사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증진시키고자 부

하들과 권한을 공유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솔선수범, 코칭, 참여적 의사결정, 관심표출, 정보

공유로 구성되며, Arnold 외(2000)를 바탕으로 Srivastava 외(2006)가 재구성한 

측정도구에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바람

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스스로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행동인식 및 의지, 과업 동기, 건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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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구성되며, 셀프리더십의 수준은 Houghton 외(2012)가 개발한 측정도구

에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일에 대한 의미와 유능감, 일에서의 자율성 및 영향

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내재적 동기부여 과정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

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의미성, 유능감, 자기결정성, 영향력으로 구성되며,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수준은 Spritzer(1995)의 측정도구에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가정-일 갈등

가정-일 갈등은 가정의 영역으로부터 오는 역할 압력으로 인해 일과 가정

의 역할들이 서로 양립하지 못하고 일에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갈등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가정-일 갈등의 수준은 Carlson 외(2000)의 측정도구 

중 가정-일 갈등에 해당하는 7문항에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모집단인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현황을 정확히 제시

하고 있는 문헌이 없었기에, 이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중 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이 가능한 기업의 사무직 기혼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표본 집단 이

외의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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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연구에서는 단일평가자에 의한 자기보고를 통해 모든 변수를 측

정하였기에 방어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나

타날 수 있다. 이러한 동일방법편의 문제로 인하여 변수의 수준이 과소 혹은 

과대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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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사무직 기혼 근로자

가. 사무직 근로자의 개념 및 특징

최근 들어 사무(事務) 직무의 개념은 단순 사무활동 뿐만 아니라 지적노동

을 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일반적으로 사

무직은 화이트칼라(white collar)로 지칭되며,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육체

노동자인 생산직, 즉 블루칼라(blue collar)의 반대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다(심

윤종 외, 1987; 이찬 외, 2008). 전통적으로 사무직이란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서류에 관한 작업(paper work) 또는 서기적인 일(clerical work)을 수행하는 

직무를 의미했다(이광재 외, 2002).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사무의 시스템화 및 OA화가 진전되면서, 사무직의 범주는 이전과 달리 경영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평가·보관 및 검색하

는 것을 포괄하게 되었다(이광재 외, 2002). 즉, 단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

을 수행하는 단순직(단순사무직) 뿐만 아니라 지적·창조적·비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전문직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이찬 외, 2008). 사무직 

근로자는 정신노동 비중이 큰 근로자로서 조직내 규정 및 지침 또는 최고 의

사결정자의 지시와 권한위임에 기초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과 관련한 계획, 

실행, 평가 과업에서 요구되는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결정 

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찬 외, 2008; 조영아, 2015).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서면서 점차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조직 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OECD(1996)는 지식기반경제(사회)를 지식과 정보에 바탕을 둔 

경제라고 정의하며, 지식이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보았다.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에 따르면, 조직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고, 희소하며, 다른 조직에 의해 쉽게 모방되거나 

대체되기 어려운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Barney, 1991). 특히 지식기반사회에

서는 사람들에게 내재된 지식이 궁극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며, 조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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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이다(Crook et al., 2011). 이처럼 사무직 근

로자는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범주가 확장되고 조직 가치 창출의 주

체로 인식되면서, 조직 내에서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무직 근로자가 지적 노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식근로자

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Drucker(1973)는 화이트칼라(white collar) 대신 지

식근로자(knowledge 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육체적 활동보다는 교육을 

통해 습득한 개념, 아이디어 및 이론을 활용하는 근로자라고 정의하였다. 지

식근로자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개인의 성장을 중시하고, 일에서 자율성을 

추구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Amar, 2002; Tampoe, 

1997). 또한, 이들은 금전적 가치나 조직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로

부터 동기부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nkin, 2003; Tampoe, 1993). 즉, 

지식근로자는 업무활동 자체에서 오는 만족과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내적동

기(intrinsic motivation)가 강하고, 일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가치의 실현

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Drucker, 1999, 2009; Horibe, 1999). 

 양적 효율성이 중시되던 20세기 산업사회형 포디즘 조직과는 달리, 21세

기형 조직에서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조직구성원의 몰입과 열의가 더욱 

강조된다(강혜련 외, 2016). 성과 창출에 있어 지식이라는 무형 자산의 중요성

이 증대되면서, 창조적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무직 근로자의 중요성 또

한 높아졌다. 사무직 근로자로부터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직과 일에 

대한 자발적 열의와 애착이 필수적이다(강혜련 외, 2016). 따라서, 사무직 근

로자의 직무열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관심은 더욱 증대되

고 있다.

나. 기혼 근로자의 특징

기혼 근로자는 기혼자인 동시에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가정에

서 배우자 혹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맡는 동시에, 직장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처럼 기혼자와 근로자라는 다중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성인기의 대표적인 특성이자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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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은 전생애 발달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단계이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단계이론에는 대표적으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

계와 Levinson의 발달단계 이론이 있다. Erikson은 전생애동안 8개의 심리사

회적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는 전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의 해결을 

토대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 이론에서 기혼 근로자의 특성을 대표하는 단

계는 친밀성 대 고립감(21-40세)과 생산성 대 자기몰두와 침체 단계(40-65세)

이다. 특히 자녀 양육과 깊은 관련이 있는 생산성 대 자기몰두와 침체 단계

는 성인 중기로 일컬어지며, 이 단계의 핵심적 특성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단계의 성인들은 개인 내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산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때 사회적 요구

란 자녀출산의 압력과 전통의 유지·발전을 위한 중추자로서의 역할 압력이

라고 할 수 있다(McAdams et al., 1993).

Levinson 이론은 성인기 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단계적으로 구분한 소위 변

화의 단계이론으로, 중심적 개념은 생애구조이다(정옥분, 2015). 생애구조란 

‘일정 시기에 개인의 생애 내재된 양식과 설계’로,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

계가 그 핵심을 이룬다(Levinson, 1986). 성인은 성인기 진입(22-28세)을 통해 

결혼, 가정 등 중요한 생애구조를 형성하지만, 이 시기의 주요 관심사는 가정 

밖에 있다. 이후 과도기를 거쳐 성인 초기 정착기(33-40세)에 이르면, 일, 가

족, 우정, 지역사회로 구성되는 두 번째의 생애구조를 형성한다.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의 과도기를 거치면 가정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해보게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생애구조를 설정하는 성인중기에 진입하게 된다. 이

때에는 직업과 결혼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한편, 전생애적 경력발달 관점에서 기혼 근로자의 특성은 Super(1980)가 제

시한 생애주기(life-span) 및 생애 공간(life-space)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Super은 진로발달을 전생애적 측면에서 이해하였는데, 성장기와 탐색기에 해

당하는 청소년기에는 비교적 비슷한 발달양상을 보이나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진로발달의 양상에서 개인차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성인기에는 개인마다 

진로발달 패턴이나 속도가 서로 다르며, 연령보다는 직업기회 변동 및 생애



- 12 -

역할 수행과정에 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진로발달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다(김봉환 외, 2010). 

Super는 아홉 가지 생애 역할과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의 생애 역할이 

수행되는 네 가지 극장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진로 양식이 구성된다고 

보았다. 아홉 가지 역할은 ‘①자녀(child), ②학생(student), ③여가활동자

(leisurite), ④시민(citizen), ⑤근로자(worker), ⑥배우자(spouse), ⑦가정생활자

(homemaker), ⑧부모(parent), ⑨연금생활자(pensioner)’이다(Super, 1980). 생

애 역할들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구조적 특성에 따라 특정한 역할에 우선

권을 부여하는지를 결정하기 쉽거나 어려울 수 있다. 만일 동일한 직업을 가

진 개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므로 개인의 경

력과 직업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이 주되게 수행하는 생

애 역할이 다른 영역에서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특정 영역에

서의 성공적 수행이나 만족감이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손보영, 2015). 이처럼 한 개인이 수행하는 삶의 다양한 역할

이 생활양식을 구성하며 그러한 전체적인 역할의 구조가 진로양식을 구성한

다(Savickas, 1997; Super, 1980; Super et al., 1996). 기혼 성인의 경우 생애 

역할 중 근로자와 배우자, 부모로서의 역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역할은 가정과 직장의 두 가지 극장에서 일어나며, 가정과 직장의 상호작용

이 삶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특징

사무직 근로자의 특징과 기혼 근로자의 특징을 종합하면, 사무직 기혼 근

로자는 일로부터의 내적 동기를 중요시하는 한편, 일과 삶의 영역, 특히 일과 

가정영역 간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사

무직 기혼 근로자에게 있어 조직 내 역할 요구와 가정 내 역할 요구를 조화

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을 강조하

는 현대 조직이 사무직 근로자에게 더욱 높은 지적 활동을 요구하며

(Al-Hakim & Hassan, 2016), 맞벌이 부부의 증가라는 사회 변화와 맞물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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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기혼 근로자의 다중역할 요구를 높이기 때문이다(Chang et al., 2017). 

일에서의 요구와 가정에서의 요구는 모두 근로자의 직장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ortese et al., 2010; Webster et al., 2009). 일과 가정 간 역할 

압력의 증가로 갈등을 느끼게 되면 직무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김성

천, 탁진국, 2010; Burtler et al., 2005; Frone, 2000), 개인의 심리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Hill et al., 2016; Peeters et al., 2009). 이는 조직 

성과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양동민, 심덕섭, 2018; Li et al., 201

3).  

이처럼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관계 속에서 직무태도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기혼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

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가정 갈등과 직무태도의 관

계는 간호사, 승무원, 비서, 호텔종사자 등 서비스직 위주로 연구되어 왔다(오

지경, 김은규, 2013; 이종호, 2017; Chen et al., 2017; Dåderman & Basinska, 

2016; Lizano & Barak, 2012; Mansour & Tremblay, 2018). 서비스직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이들의 감정노동이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와 일-가정 갈등을 가중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상언, 2014; Hofmann & 

Stokburger-Sauer, 2017; Wu et al., 2020). 이를테면, Mansour과 

Tremblay(2018)은 호텔 종사자가 길고 불규칙한 업무시간, 낮은 임금, 업무과

부하, 일-가정 조화가 어려운 업무 조건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가

정 갈등과 직무 스트레스, 직무 소진 및 이직의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

한, Hofmann & Sokburger-Sauer(2017)은 환대산업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일-

가정 균형과 정서적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처럼 고객 접점의 감정노동이 강조되는 서비스직 근로자와는 달리, 사무

직 기혼 근로자는 지적노동이 강조되며, 지적노동을 통한 성과 창출에 있어 

동기부여와 자발적 열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관계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경험하는 일

과 가정의 갈등이 직무열의를 일으키는 동기부여 메커니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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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열의

가. 직무열의의 개념

직무열의는 직무에 완전히 몰입하여 직무에 대해 인지적, 감정적, 육체적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Rich et al., 2010). 최초로 조직 차원에서 열

의(engagement)를 개념화한 Kahn(1990)에 따르면, 열의를 가진 구성원은 역할

수행과정에서 육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에너지를 투입한다. 즉, 열의

를 가진 구성원은 자신을 맡은 일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직무에 보다 많은 노

력을 투입하게 된다. 이때 육체적 측면은 개인의 역할 성취를 위한 물리적인 

에너지의 투입에 관한 것이고, 인지적 측면은 조직, 리더, 근무조건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며, 정서적 측면은 조직, 리더, 근무조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관한 것이다. 

Kahn(1990)은 개인이 맡은 역할에서의 심리적 경험에 기초하여 개인이 높

은 직무열의를 갖기 위해서는 일에 대해 심리적 의미(psychological 

meaningfulness), 심리적 안정성(psychological safety), 심리적 가용성

(psychological availability)의 심리상태를 경험해야 한다고 하였다. 심리적 의

미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과업 

특성, 역할 특성, 업무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다. 심리적 안정성은 이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일을 하는 것

이 자신의 이미지, 지위,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

는 것을 의미한다. 가용성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으로

서, 직무 수행에 육체적, 정서적, 인지적 자원을 투자하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추후 Kahn(1992)은 역할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행동으로서의 열의는 심리적 

현존감(psychological presence)이 발현된 것으로서,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에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해낸다고 하였다. Rothbard(2001)는 이러한 Kahn의 연구

에 영향을 받아, 직무열의를 집중(attention)과 몰두(absorption)를 포함하는 2

차원의 동기적 구성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집중은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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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인지적 가용성을 의미하고, 몰두는 역할에 대한 주의 초점의 강도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Maslach 외(2001)는 소진(burnout)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직무열

의 개념에 접근하였다. 소진은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환경에 오랜 시간 노

출됨에 따라 비롯되는 생리적, 정신적, 정서적인 고갈상태를 의미한다(Pine & 

Aronson, 1988). Maslach & Leiter(1997)은 소진이 정서적 고갈(exhaustion), 냉

소(cynicism), 무능(inefficac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정의하며, 직무열의

는 이와 각각 대치되어 높은 수준의 에너지(energy), 몰입(involvement) 및 효

능(efficacy)의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때 정서적 고갈이란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로, 업무 수행에 지쳐서 일하러 가기조차 힘든 상태를 

말한다. 냉소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소극적이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무

관심한 태도이다. 무능은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로, 자신

이 업무를 잘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

다. 

Schaufeli 외(2002) 또한 직무열의가 소진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관점을 바

탕으로 하였으나, 직무열의와 소진이 각각 독립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

면, 직무열의는 일과 관련된 긍정적이고 성취감을 주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

며, 활력(vigor), 전념(dedication), 몰두(absorption)의 3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

다(Schaufeli & Bakker, 2004; Schaufeli et al., 2002; Schaufeli et al., 2006). 

활력은 일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인 회복력을 유지하고, 자

신의 일에 노력을 투입하려는 의지를 가지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굴

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념은 자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일에 대한 의미, 열정,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말한다. 몰두

는 자신의 일에 완전히 집중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시간 가는 줄

도 모르게 깊이 몰입된 상태로, 일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정

도를 말한다(Schaufeli & Bakker, 2004). Bakker와 Demerouti(2008)는 직무열

의가 높은 구성원들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며, 종

종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를 정도로 업무에 몰입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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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ufeli 외(2002)는 직무열의의 개념이 순간적이거나 특수한 상태를 이르

는 것이 아니며, 비교적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정서적·인지적 상

태라고 주장하였다. Baumruk(2006) 또한 직무열의란 구성원들이 정서적, 인지

적으로 조직과 집단에 전념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다만, Baumruk(2006)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직의 기회가 있더라도 

현재 조직의 일원으로 머물기를 강하게 원하며, 조직의 성공을 위해 추가적

인 노력을 다한다는 3가지 기본적인 행동들에 의해 측정된다고 하여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Christian 외(2011)는 주요학자들이 정의한 직무열의의 개념을 분석하여 공

통적인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직무열의가 자신이 속한 조직보다는 직접 

수행하는 일의 성과와 심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심리적인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직무열의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일

에 개인적인 자원을 스스로 투입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개인적인 자원

은 육체적, 심리적(감정적), 인지적인 에너지를 말한다(Rich et al., 2010). 이를 

바탕으로, 앞서 제시한 직무열의의 주요 정의를 종합하여, 구성요소를 육체

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의 <표 Ⅱ-1>과 같다. 

연구자 정의

구성요소

육체적 
측면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Kahn
(1990)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인지적, 정서적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

● ● ●

Rothbard
(2001)

집중(attention)과 몰두(absorption)라는 2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심리상태로 발전하는 것

● ●

Maslach 외
(2001)

소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높은 수준의 
에너지(energy), 몰입(involvement) 및 효능(efficac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됨.

● ● ●

Schaufeli 외
(2002)

업무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활력적이며 전념하고 
몰두하는 마음가짐

● ● ●

Baumruk 외
(2006)

구성원들이 정서적, 인지적으로 조직과 집단에 
전념하는 상태

● ●

<표 Ⅱ-1> 직무열의의 주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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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도 직무열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연구를 토대

로 많은 국내연구자들이 직무열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랑, 김완석, 신

강현(2006)은 직무열의를 직무탈진과 달리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긍정적·열

정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권인수, 최영근(2011)은 직무성과에 지속

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통합적으로 집중함으로써 나타나는 심리적인 경험이

라고 하였으며, 권영국, 윤혜현(2015)은 직무열의를 업무와 관련된 높은 수준

의 활력과 열정을 보유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정의하였다. 최영준, 심원술

(2016)은 직무열의를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백수진(2016)은 직무열의를 긍정적이고 만족감이 

넘치는 업무와 관련된 정서적 동기 상태로 정의하였다. 

한편, 직무열의와 관련하여 직무몰입(job involvement),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 일 중독(workaholism) 등이 유사한 개념으로 정

의되고 있다. 직무열의, 직무몰입 및 조직몰입은 일에 대한 긍정적 애착을 나

타낸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각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Hallberg & Schaufeli, 2006). 직무열의는 건강 심리학(health psychology)에서 

비롯된 개념으로서 소진이나 우울 증상과 같은 건강 문제와 주로 관련되어 

있고, 직무자원과는 긍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반면 업무 과부하나 역할 갈

등과 같이 업무상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역할 인식과는 부정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직무몰입은 개인이 자신의 일에 심리적으로 동일시하는 정도를 의미

하며(Lodahl & Kejner, 1965), 소진의 구성요소 중 냉소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직무몰입은 주로 내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의 자존감 혹은 자기이미지

에서 성과의 중요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Lawler & Hall,1970). 그러나 직무

몰입과 역할 인식 혹은 건강 문제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직무열의와 차이가 있다(Hallberg & Schaufeli, 2006).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적과 가치관을 수용하려는 동일시, 조직을 위해 노력

을 투입하려는 의지와 조직에 대한 애착, 조직에 계속 남아있고자 하는 욕구

로 정의될 수 있다(Mowday et al., 1982).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충성심(loyalty)을 느끼는 정도를 반영하며, 구성원의 태도

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Mowday et al., 1982). 이처럼 조직몰입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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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직무열의는 일 혹은 직무와의 관계에 바탕

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일 중독은 일에 대한 강박관념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욕구로서, 끊임없이 

일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Oates, 1971). Spence와 Robbins(1992)는 일 중

독을 구성하는 3가지 하위요소를 과도한 직무몰입, 일에 대한 강박관념, 일에 

대한 낮은 향유감으로 보았다. 일 중독은 직무수행자가 자신의 일에 강박적

이고 저항할 수 없는 내적 추동을 느끼기 때문에 일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과 조직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Schaufeli et al., 2006; Scott et al., 1997). 일 중독과는 달리, 직무열의가 높

은 구성원은 자신의 일 자체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일에 몰두

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오아

라, 2013). 

나. 직무열의의 측정

직무열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인 UWES(Utrecht Work Engagement 

Scale)는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차원에서 직무열의 그 자체를 측정하는 도구

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도구이다(Attridge, 2009). UWES가 개발되기 이전

에는 소진의 반대 개념으로서 직무열의를 측정하였다. Maslsach와 

Jackson(1981)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개발하였는데, 직무열의 수준은 소진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소진의 하위요소인 고갈, 냉소, 무능

이 낮게 측정되면 그에 대응하는 직무열의의 하위요소인 에너지, 몰입, 효능

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Schaufeli 외(2002)는 소진과 직무열의는 서로 독립적인 차원의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직무열의의 측정도구인 UWES를 고안하였다. UWES는 활력, 전념, 

몰두의 세 가지 구성요인에 따라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건전

하지 않다고 판단된 7개 문항이 삭제되어 활력 6문항, 전념 5문항, 몰두 6문

항의 총 17문항으로 수정되었다. Schaufeli 외(2006)는 UWES-17에서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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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최소화하여 각 요인별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측정도구

인 UWES-9을 개발하였다. UWES-9은 10개국 14,521명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UWES-17의 측정도구와 .80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열의가 소진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관점

에 따라, UWES의 세 차원은 MBI의 세 차원과 부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대체로 UWES와 MBI의 상관계수는 -.40에서 -.60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몰두와 MBI 척도의 상관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으며, 효능감 부족과 UWES 척도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것

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Schaufeli & Bakker, 2010).

UWES가 일반적인 직무열의 측정도구라면, 보다 제한적으로 활용가능한 측

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May et al(2004)는 Kahn(1990, 1992)이 개념화한 직무

열의의 정의를 바탕으로, 인지적, 감정적, 육체적 열의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

발하였다. 이 도구는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지적, 감정적, 육체적 

열의의 문항은 각각 UWES의 몰두, 전념, 활력과 유사한 내용을 함의한다. 이

를테면, 인지적 열의는 “나는 직무를 수행할 때 너무 몰입하여 다른 것들에 

대해 잊어버리게 된다”, 감정적 열의는 “나는 내 일에 열중한다”, 육체적 

열의는 “나는 일을 수행할 때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와 같은 문항을 포

함한다. 다만, 요인분석 결과 이 도구는 세 요인이 아닌 한 요인구조가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Saks(2006)은 직무열의(job engagement)와 조직열의(organizational 

engagement)의 개념을 구별하여 각각의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으

며, 각각을 직무와 조직에서의 심리적 현존감(psychological presence)으로 정

의하였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직무열의 5문항(예: 때때로 나는 일에 푹 

빠져 시간가는 줄 모른다)과 조직열의 6문항(예: 내게 있어 가장 신나는 일 

중의 하나는 이 조직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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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열의 관련 이론

1) 직무특성이론

조직 내 다양한 직무특성들이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웰빙 및 건강과 관련하

여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모두 Hackman & Oldham(1974)이 제안한 

직무특성 모형(job characteristic model)에 기초한 것으로서 직무설계와 성과 

간의 관계에서 직무담당자의 내적 동기부여 및 만족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Hackman과 Oldham(1976)은 직무가 확대되었을 때 직무특성이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형성되는 직무담당자의 심리적 상태를 제시하였다. 

이들의 모형은 직무와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직무특성모형

출처: Hackman, J. R. & Oldham, G. R. (1976).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Performance, 16(2), 250-279.

이 모형에 따르면, 직무에 내재된 5가지의 핵심직무특성은 개인과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조직구성원들의 내적인 심리적 상태 경험을 통해 영향

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모형에서 제시한한 직무특성은 기술다양성(skill 

variety), 과업정체성(task identity), 과업중요성(task significance), 직무자율성

(job autonomy), 과업피드백(feedback)으로 구성된다. 기술다양성은 특정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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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기술(skill)이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과업정체성

은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서 최종적인 산출물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과업중요성은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최종 산출물 완

성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자율성은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 직무 수행 일정이나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부여된 재량권을 

의미한다. 과업피드백은 개인이 일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피드

백의 정도를 의미한다.

2) 직무요구-자원 모형

직무요구-자원(Job Demand-Resource: JD-R) 모형은 조직 구성원의 소진에 

치우쳐져 있던 기존의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긍정적 관점을 채택하

기 위한 시도로 제안되었다(Van den Broeck et al., 2008). 직무요구-통제 모

형(Karasek, 1979), 노력 보상 불균형 모형(Siegris, 1996)과 같은 기존 모형은 

부정적 측면의 일부 직무 특성이 긴장, 건강 문제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치우쳐 있었다. 이와 달리, JD-R 모형은 직무특성

이 직무열의, 건강 향상 등 긍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JD-R 모형에 따르면,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혹은 

조직적 측면에서의 직무특성은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라는 두 가지 일반적 

요인으로 구분된다(Bakker & Demerouti, 2007; Van den Broeck et al., 2008). 

직무요구란 지속적인 육체적, 심리적(인지 및 정서) 노력 혹은 기술을 요구

하여 특정한 생리적·심리적 비용, 즉 소진 혹은 피로를 유발하는 직무 관련 

특성을 의미한다(Bakker & Demerouti, 2007). 직무요구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구가 직무수행자에게 과도한 노력을 요구하게 되면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진을 일으킬 수 있다(Meijman & Mulder, 

1998; Schaufeli & Bakker, 2004). 직무요구는 과업 방해, 업무부하, 일-가정 

갈등, 조직 변화, 정서 불일치 등의 직무특성을 포함한다(de Lange et al., 

2008; van den Broeck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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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직무자원이란 업무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기능적인 역할을 하거나, 직

무요구 및 관련 생리심리적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개인의 성장, 학습 및 

개발을 촉진하는 직무 관련 특성을 의미한다(Bakker & Demerouti, 2007; 

Hakanen et al., 2008; Van den Broeck et al., 2008).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볼 

때, 직무자원은 직무요구와의 관련성을 차치하고도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지

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무자원이 개인의 성장 및 발달에 대한 내적 동기

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는데, 이는 자율성, 피드백, 과업중요성 등

의 직무자원이 가지는 동기부여 가능성을 강조한 직무특성이론(Hackman & 

Oldham, 1976)과 일맥상통한다. 직무자원으로는 직무자율성, 통제권, 의사결

정 참여, 기술 다양성, 역할 명료화, 피드백 제공 등의 개별 직무차원과 관련

된 요인들을 들 수 있다. 또한, 상사나 동료의 지원과 협력적인 팀 분위기 등

과 같은 대인관계 요인과 전반적인 임금수준, 경력기회, 고용안정성, 노사 간

의 신뢰, 조직공정성 등과 같은 조직차원의 요인들도 직무자원에 포함될 수 

있다(Bakker et al., 2004). 

Schaufeli와 Bakker(2004)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및 결과에 관한 모형을 제

시하여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이들은 직무요구와 자원이 직무소진과 직무

열의를 거쳐 직무담당자의 건강 문제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

증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직무요구와 자원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직무소진은 직무요구와 자원 모두와 관련되어 있으며 건강 문제와 이직의도

를 예측하는 반면, 직무열의의 선행요인으로는 직무자원만을 제시하고 있다. 

Bakker와 Demerouti(2007)은 Schaufeli와 Bakker(2004)가 제시한 모형에서 직

무요구와 직무자원의 경로를 정교하게 만들고 직무열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된 직무자원-요구 모형을 제안하였다([그림 Ⅱ-2] 참조). 이 모형

에서는 개인자원이 직무열의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포함되었으며, 직무요구가 

직무자원과 직무열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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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수정된 JD-R 모형

출처: Bakker, A. B., & Demerouti, E. (2007).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state of the art.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2, 309-328.

한편, [그림 Ⅱ-3]의 모형은 JD-R 모형를 바탕으로, 직무열의에 대해 전략

적·주도적 접근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Bakker 외(2014)에 따르면, 이 모형에

서는 직무요구와 자원이 건강문제와 동기부여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과정을 

촉발한다. 즉, 직무요구는 일반적으로 심리적·육체적 건강 문제에 대한 주요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직무자원은 일에 대한 즐거움, 동기부여 및 직

무열의에 대한 주요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Bakker et al., 2010). JD-R 모형

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실증연구는 직무요구의 증가가 구성원의 소진을 심

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과 직무자원의 증대가 구성원의 직무열의를 촉

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서로 독립된 메커니즘임을 밝히고 있다

(Bakker et al., 2004; Hakanen et al., 2008; Schaufeli & Bakker, 2004).

 또한, 이 모형에서는 소진 및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결과를 

창출하게 하는 두 가지 상호작용을 보여준다(이선아, 2019). 첫 번째 상호작용

은 직무자원이 소진에 대한 직무요구의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다수의 연

구에서 사회적지지, 성과 피드백, 경력개발 기회와 같은 직무자원이 업무 압

박, 정서적 요구와 같은 직무요구의 영향을 완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Bakker 

et al., 2005; Xanthopoulou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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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상호작용은 직무요구가 직무열의에 대한 직무자원의 영향을 강화

하는 것으로, 직무요구가 높을 때 직무자원이 중요해지고, 직무열의에 대해 

더욱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직무요구가 직무자원 및 개인

자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은 활력 과정과 동기화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직무요구를 지각하는 직무담당자에게 다양한 

직무자원이 제공되면 직무요구로부터 발생한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활력 과정(energetic process)이 일어난다. 이와 더불어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에 헌신하고 몰두하게 하는 동기부여 과정(motivational 

process)도 일어나게 된다. 

[그림 Ⅱ-3] JD-R 모형에 통합된 직무열의에 대한 전략적·주도적 접근

출처: Bakker, A. B. (2017). Strategic and proactive approaches to work engagement. Organizational Dynamics, 46(2), 67-75.

3) 자기결정성이론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는 인간의 건강하고 성장지향

적인 행동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에 

근거한다고 제시한다. 즉, 개인의 행동이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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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되며, 조절 수준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되는 동기 유

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Deci & Ryan, 1985). 특히, 기본 심리 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가 충족될 때 자기결정성을 통한 내재적 동기가 촉진된다

고 하여 기본 심리 욕구를 강조하였다. Deci와 Ryan(2000)은 기본 심리 욕구

란 성장, 무결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영양소와 같다고 하였다. 

마치 식물이 꽃을 피우려면 물, 토양, 햇빛이 필수적이듯이, 인간이 잠재력을 

실현하고, 번영하고, 부적응적 기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로서 자율성(autonomy), 관계성(relatedness) 및 유능감

(competence)에 대한 욕구를 제시하였다.

자율성은 개인이 행동에 대한 주인의식을 경험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

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Deci & Ryan, 2000). 이러한 자유의지는 개인이 

선택에 대한 기회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요구에 대한 승인을 통해

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실행하기 위한 의미 있는 근거가 제공

되고 자신의 감정이 인정될 때 촉진된다. 자율성의 욕구는 단순히 자유가 주

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이 중요한

지 선택하며, 가치있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지각하는 것과 관련된다(정승

환, 장형심. 2015).

관계성의 욕구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 열망하며 공감과 소속감을 성

취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정의된다(Baumeister & Leary, 1995). 사람들은 타인

과 친밀한 정서적 결속을 맺고 있다고 느끼고, 타인과 관심과 배려를 주고받

는다고 느끼며,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가

지고 있다(Ryan & Deci, 2000). 이는 타인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이 타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룬다고 느끼는 것과 관련되

는 것이다.

유능감은 자기효능감과 관련되지만,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기효

능감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얻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인지적 기대를 의미한다(Bandura, 

1977). 반면 유능감의 욕구는 미래의 성공적 수행보다는 현재와 관련되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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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제와 관련되기보다는 비교적 일반적이다. 자기효능감은 효능감을 느끼

게 하는 행동을 촉진하지만, 유능감 욕구의 만족은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기능 및 웰빙을 촉진시킨다.

JD-R 모형에서 직무자원이 직무열의를 야기하는 메커니즘은 자기결정성이

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그림 Ⅱ-3]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직무자율성, 

통제권, 의사결정 참여, 기술 다양성, 역할 명료화, 성과 피드백 등이 직무자

원에 해당하는데, 이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기본 심리 욕구인 자율

성, 관계성, 유능감을 충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akker, 2011; Bakker et 

al., 2014). 따라서 직무자원은 동기부여 프로세스를 통해 일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강화하며, 직무열의를 촉진할 수 있다.

한편, Meyer 외(2010)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열의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서 의미하는 열의는 Schaufeli 외(2012)가 

제시한 열의의 개념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조직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며 성

향, 환경, 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Meyer 외(2010)에 따르면, 열의란 

성향적 지향성과 촉진적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주도적인 가치지향 행동을 

통해 명확해짐에 따라, 과업이나 집단에 대한 열정과 자기 관여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열의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탈열의(disengagement), 

상황적 열의(contingent engagement), 완전한 열의(full engagement) 순으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또한, 열의를 발달시키는 메커니즘을 행동 수준과 조직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기질적(dispositional) 요인과 상황적

(situational) 요인이 기본 욕구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욕구의 만족이 열의

를 발달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기본 욕구의 

만족을 바탕으로 완전한 열의로 발달해감에 따라 행동 수준에서는 자기조절

과 내적 동기가 강화되고, 조직 수준에서는 정서적·규범적 몰입이 증진된다. 

4) 자원보존이론

자원보존이론은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조직에서의 자원들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자원보존이론에 따르면, 자원은 그 자체로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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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뿐만 아니라, 요구의 충족(satisfaction of needs)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

치 있다고 할 수 있다(Hakanen & Roodt, 2010). 다양한 자원은 새로운 자원

을 획득하고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개인은 가치 있

다고 여기는 자원을 구축하고, 보유하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Hobfoll, 

1989, 2002). 개인은 즐거움과 성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자원의 손실이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Gollwitzer et al., 1982). 이러한 스트레

스 요인을 처리하기 위한 자원 보존과 자원 획득의 관점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자원 보존 관점에서는 자원 손실이 자원 획득보다 더 중요하며, 자원 획

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신의 현재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Westman et al., 2004). 즉 직무요구를 달성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개인은 자

원을 투자하는 행동을 줄이고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Halbesleben & Bowler, 

2007). 반면, 자원 획득에서는 자원 손실을 방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 에너지 등의 인적자원 획득 가능성이 제공되는 요구에 자원을 투자하

는 것을 의미한다(Hobfoll, 1998). 따라서 자원은 가치 있게 평가되는 실체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Hobfoll, 2002).

한편, 자원보존이론은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고 부정적인 결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한다(Hobfoll, 1989). 또한 

자원을 보호하고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자원을 생성하여 더 나은 

대처와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킨다고 설명한다(Hobfoll, 2002). 이러한 맥락에

서 자원보존이론과 JD-R 모형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Xanthopoulou et 

al., 2007). 두 이론은 모두 요구와 부정적 결과 간의 관계에서 자원의 조절역

할을 가정하고 있고, JD-R 모형의 동기적 과정에 따라 직무자원은 자원을 축

적하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직무자원이 효능감을 

발생시켜 직무열의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lorens et al., 

2007).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원을 얻고 손실을 피하는 과정에 민감하고, 미

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동기를 유발

한다는 것이다(Hobfoll et al. 1990). 따라서 자원보존이론에 따르면, 자원은 원

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자기조절 능력으로 기능



- 28 -

하여 직무탈진 및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oopman et 

al., 2016). 

3. 직무열의 관련 변인

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1) 임파워링 리더십의 개념

임파워링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이후 소개할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하여(Conger & Kanungo, 1988; Srivastava et al., 2006),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강화하는 리더의 행동에 중점을 둔다(Thomas & 

Velthouse, 1990). 임파워링 리더십의 개념은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논

의되기 시작하였다. Arnold 외(2000)는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관리자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수행되었던 과업이 현대적인 조직에서는 임파워된 팀에 의해 수

행됨으로써, 관리자에게는 이러한 팀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역할과 책무가 

요청된다고 제시하였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되었으며, 수직적인 위계 구조가 수평적으로 분권화된 구조로 대체되자 

기존의 통제적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현대 조직에서는 관

리자가 팀을 지지하고, 자기결정성을 고취시키며, 임파워먼트를 촉진할 필요

성이 증진되었다. 이처럼 리더가 부하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조직 효

율성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면서 조직 연구자 및 실무자들 사이에서 리더의 임파워링 행동

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Srivastava et al., 2006). 

Arnold 외(2000)는 임파워링 리더십의 구성요인으로 솔선수범(leading by 

example), 코칭(coaching), 참여적 의사결정(participative decision-making), 정

보제공(informing), 관심표출(showing concern)을 제시하였다(Arnold et al., 

2000). 우선 솔선수범이란 리더가 팀의 과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무와 과업

에 헌신을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Arnold et al., 2000). 이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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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성과에 대한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과 같이 맡은 일에 대해 최선

을 다하며, 팀 구성원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행동을 포함한다(Arnold et al., 

2000). 솔선수범하는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인 성과 달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관찰학습을 통해 구성원들의 효능감을 증진시킨다

(Srivasta et al., 2006). 

코칭은 구성원을 가르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행

동을 의미한다(Arnold et al., 2000). 이는 구성원의 성과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훈련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알려줌으로써 구성원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을 포함한다. 또한, 참여적 의사결정이란 의사결

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정보를 활용하고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구성

원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포함한다

(Arnold et al., 2000). 

정보제공은 조직의 미션과 철학과 같이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전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팀에 대한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Arnold et al., 2000). 

이처럼 조직이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을 하고, 이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다(Spreitzer, 1995). 마지막으로, 관심표출은 구성원의 웰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종합적인 행동으로서, 구성원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과 같은 행동을 포함한다(Arnold et al., 2000). 

이외에도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의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Konczak 외(2000)는 임파워먼트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권한 위임

(delegation of authority), 책임(accountability), 자기주도적 의사결정

(self-directed decision making),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기술개발(skill 

development), 혁신적 성과를 위한 코칭(coaching for innovative performance)

을 임파워링 리더십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Ahearne 외(2005)는 의미성 

증진(enhancing the meaningfulness of work), 의사결정의 참여 촉진(fostering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고성과에 대한 확신 표현(expressing 

confidence in high performance), 관료적 한계로부터의 자율성 제공(prov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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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y from bureaucratic constraints)과 같은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Spreitzer(1995)가 제시한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에 대응된다. Fong과 

Snape(2015)은 Arnold 외(2000)의 연구에 근거하여 임파워링 리더십이란 코칭, 

격려, 훈련, 정서적 지원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부하 직원을 지원하는 독특한 

유형의 리더 행동(leader behaviors)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하위요인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리더가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는 행동

적 측면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개념상에서도 유사한 측

면이 나타난다.

구분1) Arnold et
al.(2000)

Konczak et
al.(2000)

Aherame et al.
(2000)

Fong & Snape
(2015)

모범적 과업 
수행

솔선수범 책임
고성과에 대한 
확신 표현

의사결정 참여 
촉진 

참여적 의사결정
자기주도적 
의사결정

의사결정 참여 
촉진

코칭/훈련 코칭
기술개발,

혁신적 성과를 
위한 코칭

코칭,
훈련 

정보 제공 정보제공 정보공유 정보 제공

관심/격려 관심표출
격려,

정서적 지원

권한 위임 권한 위임
관료적 한계로부터 

자율성 부여

기타 의미성 증진

주1) 구분의 내용은 선행연구의 하위요인을 종합하여 구성함.

<표 Ⅱ-2> 임파워링 리더십 구성요인 종합

2) 임파워링 리더십의 측정

Arnold 외(2000)는 리더 행동에 관한 이전의 측정도구는 설명력이 완전하지 

못하다면서 경험적 평가를 통해 임파워링 리더 행동에 관한 새로운 측정도구

인 ELQ(empowering leadership questionnaire)을 개발하였다. ELQ는 솔선수범 

5문항, 참여적 의사결정 6문항, 코칭 11문항, 정보제공 6문항, 관심표출 10문

항, 총 38문항으로 구성된다. Arnold 외(2000)는 세 차례에 걸친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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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ELQ는 임파워링 리더 행동의 대

표적인 선행연구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임파워링 리더행동의 측정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Ahearne 외(2005)는 과업의 의미 증진 3문항, 의사결정의 참여 촉진 2문항, 

고성과에 대한 확신 표현 2문항, 관료적 제한에 대한 자율성 부여 2문항, 총 

9문항으로 리더십 임파워먼트 행동(leadership empowerment behavior)을 측정

하였다. 이후, Zhang과 Bartol(2010)은 Ahearne 외(2005)의 도구를 수정하여 

각 요인별 3문항씩 구성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Konzack 외(2000)는 LEBQ(Leader Empowering Behavior Questionnaire)를 

개발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LEBQ는 권한 위임 3문

항, 책임 3문항, 자기주도적 의사결정 3문항, 정보공유 2문항, 기술 개발 3문

항, 혁신적 수행을 위한 코칭 3문항으로 구성된다. Konzack 외(2000)는 리더

십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관리자 424명에 대해 부하직원이 응답한 

값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독립된 표본으로 구성된 150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Amundsen과 Martinsen(2015)는 Arnold 외(2000)의 임파워링 리더 행동 차원

에서 임파워먼트의 핵심요소인 권한위임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며 

ELS(Empowerment Leadership Scale)을 개발하였다. ELS는 자율성 지원 12문

항과 개발 지원 6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된다. Amundsen과 Martinsen(2015)

은 317명의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두 차례의 

연구를 통해 각각 215명과 831명을 대상으로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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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셀프리더십

1) 셀프리더십의 개념

셀프리더십은 구성원이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진정한 리더십은 구성원 스스로에서 비롯되어 발현될 수 있다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Manz, 1986; Manz & Sims, 2001; Neck et al., 1995; Nelson, 

2000; Yun et al., 2006). 급변하는 경영 환경은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사고

의 전환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휘되는 전통

적인 리더십만으로는 효과적인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김

군홍, 김정훈, 2014). 또한, Manz(1986)는 신세대 근로자들의 가치관이 변화하

여 조직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는 개성

과 능력의 발휘를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리더십에 대한 관점의 변

화가 필요하게 되면서 셀프리더십 개념이 태동하였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특정한 행동 및 인지적 전략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신에게 영향

력을 발휘하며, 자신을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Manz, 1986; Neck & 

Houghton, 2006). 

기존의 리더십이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라면, 셀프리더십은 자

기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 과정이다(최원설, 2018).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자

기 스스로를 본질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과업 수행으로 이끌며, 한편으로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일까지도 수행하게 하

는 포괄적인 자기영향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Manz, 1986). 이와 관련하여, 

Neck 외(1995)는 셀프리더십이란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

는 과정이라 하였고, Nelson(2000)도 조직이 원하는 수행을 위해 스스로에게 

최상의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한 개인이 리

더와 팔로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Stewert et al., 

2019).

셀프리더십은 근본적으로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

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3원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행동, 인지, 외부환경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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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주장한다. 즉, 행동은 개인 내부의 메커니즘과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인지는 행동과 환경, 환경은 인지와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인지이론은 자기 통제(self-control) 개

념을 구체화하였는데, 이는 자기 관리(self-management)와 매우 밀접한 관련

이 있다(Stewert et al., 2019). 

초기 연구자들은 일에서의 자기 관리 개념을 사회학습 및 행동수정이론과 

연계시키며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Bandura, 1986; Manz & Sims, 1980; 

Stewert et al., 2019).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는 행동 및 인지적 자기 

영향력(self-influence)에 관한 여러 전략을 제시하였다(Manz, 1986; Neck & 

Houghton, 2006; Neck et al., 2017). 예를 들어, 자기관리전략에는 자기 목표 

설정(self-goal setting), 자기 보상(self-reward), 자기 비판(self-criticism), 자기 

관찰(self-observation) 등이 포함된다(Stewert et al., 2018). 보다 인지적인 전

략으로는 신념과 가정에 대한 자기 영향력(self-influence of 

beliefs/assumptions), 내적 상상(mental imagery), 자기 대화(self-dialogue), 사

고 패턴(thought patterns), 리허설(rehearsal), 자연 보상(natural rewards) 등이 

제시되었다. 

이후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나 내적 보상과 같은 

내재적 요인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Stewert et al., 2019). Stewert 

외(2011)는 자기 영향력 과정에 있어 외재적 요인으로부터의 통제와 개인 스

스로의 통제 수준이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자기 영향력 과정

에서 셀프리더십으로 진일보한다면, 개인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Stewart et al., 2011).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개인의 행동은 외재적 보상 요인에 덜 의존하게 되며, 높

은 수준의 내재적 통제를 확보하게 된다(Manz, 2015). 

셀프리더십의 현대적 개념은 통제이론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Carver & 

Scheier, 1982). Manz(1986)는 최초로 통제적 관점에서 셀프리더십을 개념화하

였다. 즉,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비교

하면서 발현되는 것으로, 상황과 기준 사이의 간극을 평가하고 이를 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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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직의 통제 시스템에서 셀프리

더십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한다(Stewart et al., 2019).

선행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의 핵심적인 하위요인을 행동지향 전략과 자연

보상 전략, 그리고 건설적 사고 전략으로 제시하였다(Manz & Sims, 2001; 

Prussia et al., 1998). 먼저, 행동지향 전략은 성과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스스

로 행동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말하며, 자기 목표 설정, 자기 관찰, 자기 처벌, 

리허설 등의 전략이 포함된다(Manz & Neck, 2003; Wilson, 2011). 자연보상 

전략은 주어진 과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과 관련되며, 

일에서 즐거운 부분을 찾는 것을 포함한다(Manz & Sims, 1991; Prussia et al., 

1998). 자연보상 전략은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인식 혹은 행동을 수정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능감에 대한 인식, 자기 통제, 책임감 등을 

증지시킨다(Prussia et al., 1998). 건설적 사고 전략은 과업 수행과 관련된 사

고 패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립 및 전환시킨다(Manz & Neck, 2003). 건설

적 사고 전략에는 신념 체계 분석 및 개선, 내적 상상, 긍정적 자기 대화 등

이 포함된다(Prussia et al., 1988).

한편, 일각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전통적 동기 이론의 개념과 중첩된다는 비

판이 제기되어 왔다(Neck & Houghton, 2006). 이를테면, Markham과 

Markham(1995)은 셀프리더십 이론의 가장 큰 한계로 유사한 심리적 작용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비교하여 가지는 고유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Guzzo(1998) 또한 셀프리더십이 성격 차원과 같은 심리적 구성개념과 비교하

여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Neck과 

Houghton(2006)은 셀프리더십의 개념적 차별성에 대한 비판은 셀프리더십이 

서술적 혹은 연역적 이론이 아닌 규범적 이론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경영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흔히 제시되는 규범적 모형

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강조한다. 반면, 서술적 혹은 연역

적 이론은 다양한 현상의 기본 작동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

정한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적 조언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즉, 전통적 동기 및 심리적 개념이 현상 혹은 행동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

라면, 셀프리더십은 규범을 강조하여 전략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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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셀프리더십의 측정

셀프리더십의 측정도구는 Neck과 Manz(1992)가 셀프리더십의 개념으로 정

의한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을 바탕으로 Cox(1993)가 개발한 SLQ(Self 

Leadership Questionnaire)를 시작으로 발전되어 왔다. Cox(1993)의 SLQ 척도

는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자기 문제해결 이니셔티브, 

효능감, 팀워크, 자기 보상, 자기 목표설정, 자연적 보상, 기회적 사고, 자기 

관찰/평가의 8요인으로 나타났다. Anderson과 Prussia(1997)은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19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도구는 총 9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6개 

요인(자기 관찰, 자기 목표설정, 자기 단서, 자기 처벌, 자기 보상, 자기 억제)

은 행동초점전략, 1개 요인(자연적 보상)은 자연적 보상 전략, 3개 요인(자기 

대화, 성공적인 수행 상상하기, 신념과 가정 평가)은 건설적 사고 패턴 전략

을 나타낸다.

Houghton과 Neck(2002)은 Anderson과 Prussia(1997)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

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제시한 모호한 문항들을 제거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문항을 추가한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3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Anderson과 

Prussia(1997)의 도구에서 자기억제를 제외한 9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미국의 대학생 442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독

립된 35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국내에서는 신용국 외(2009)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RSLQ의 35문

항에 대한 셀프리더십 척도 타당화 연구를 통해 9개 요인이 추출됨을 밝혔

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의 일부 요인을 제외하여 분석에 

활용하기도 하였다(최원설, 2018).

Houghton 외(2012)는 RLSQ를 개발한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9개 항목으로 

된 단축형 셀프리더십 측정 도구(Abbreviat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ASLQ)를 개발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ASL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

으며, RSLQ의 원 모형을 계승하였다(Houghton et al., 2012). 이 측정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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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인식 및 의지, 과업 동기, 건설적 사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도구는 가장 최근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국내외 

실증 연구가 부족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ASLQ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RSLQ의 문항 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RSLQ의 문항의 수가 

많기 때문에, 셀프리더십과 다른 변인들을 같이 측정하고자 할 때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Houghton et al., 2012). 또한 RSLQ은 세부 항목이 8

개로 분류되는데, 국내 실증 연구에서 세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일부 세부 

항목들은 구성 요소에 묶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신뢰도 검사에서 일부 

세부 항목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였다(최원설, 2018). ASLQ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RSLQ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유지하면서도 

보다 실용적인 측정도구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1)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개념

급격한 변화와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조직은 생

존하고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

직은 구성원들이 규율이나 통제, 지시를 통해 움직이기보다 스스로 직무에 

몰입하여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성원의 몰입

을 높여 성과 창출과 조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

가 임파워먼트라고 할 수 있다(김달원, 2019; 허갑수, 변상우, 2007).

임파워먼트는 미국 노동 시장에서 구성원들이 동등하거나 수평적인 참여 

기회의 상실로 인해 발생한 무기력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

되기 시작되었다(권상집, 2016). 초기 연구들은 임파워먼트를 권한을 공유하고 

위임하는 구조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다(Burke, 1986; Burpitt & 

Bigoness, 1997). 그러나 Conger와 Kanungo(1988)는 임파워먼트에 심리학적 

관점을 처음 도입하여, 권한과 통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구조적 측면과 

동기부여 측면으로 임파워먼트를 구분하였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임파워먼트

가 조직 내에서 상사가 구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통제권을 이양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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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된다. 이는 사회적 교환 및 권력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상

호작용에서의 거래적 요인에 초점을 둔다(Kanter, 1985). Conger와 

Kanungo(1988)는 구조적 측면의 임파워먼트만으로는 권한 공유가 구성원의 

인식 및 경험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부

하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적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기부여적 측면의 임파워먼트는 권한 위임이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구

성원이 심리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

지하는 상태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Conger와 Kanungo(1988)에 의하면, 조

직의 권한 위임은 구성원의 노력-성과 기대 혹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때,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증진시킨다. 따라서, 단순히 권한 위임 여부보

다는 그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프로세스가 임파워먼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Conger와 Kanungo(1988)는 임파워먼트란 권한 위임을 

통해 구성원의 효능감이 증진되고, 업무에 대한 성취 동기가 부여되는 과정

이라고 정의하였다.

Conger와 Kanungo(1988)는 기대이론(Lawler, 1973)과 자기효능감 이론

Banudra(1986)을 바탕으로 임파워먼트 과정을 개념화하였다. 기대이론에 따르

면, 개인의 과업 동기는 두 가지 기대에 따르는데, 첫째는 자신의 노력이 바

람직한 수행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둘째는 자신의 수행이 바람직

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이다. Bandura(1986)은 전자를 자기효능감 기

대, 후자를 결과기대라고 지칭하였다. Conger와 Kanungo(1988)는 임파워된 개

인은 효능기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Thomas와 Velthouse(1990)는 Conger와 Kanungo(1988)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파워먼트를 과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로 연결시켰다. 이들은 Deci(1975)의 

인지적 평가 이론과 Hackman과 Oldham(1980)의 직무특성이론을 통합하여, 

임파워먼트의 네 가지 차원을 유능감(competence), 의미성(meaningfulness), 

영향력(a sense of impact), 선택(choice)으로 제시하였다. Thomas와 

Velthouse(1990)는 Deci(1975)의 인지적 평가 이론을 바탕으로, 외부 조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는 역량과 자기결정성 지각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인

의 내적 동기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특성이론에서 제시하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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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직무차원 중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의 직무 차원은 과업수

행의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주며, 자율성은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피드백은 

실제적 결과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줌으로써 직무수행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Thomas와 Velthouse(1990)는 임파워먼트 형성 과정에

서 객관적인 환경보다 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Spreitzer(1997)은 다양한 분야의 문헌고찰을 통해, Thomas와 

Velthouse(1990)가 제시한 네 가지 차원이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Spreitzer(1997)느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의미, 유능감, 자기결정성, 영향

력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재정의하였다. 이때 의미는 개인의 역할과 개인

의 신념, 가치 및 행동이 서로 일치하는지에 관한 것(Hackman & Oldham, 

1980)이고, 유능감은 개인의 일에 특정된 자기효능감 혹은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Bandura, 1989; Gist, 1987). 자기결정성은 

개인의 행동을 시작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며(Deci et al., 1989), 영향력이란 개인이 일에서 

전략적, 관리적, 운영적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

(Ashforth, 1989). 

2)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정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측정도구는 Spreitzer(1995)가 개발한 도구가 가장 많

이 활용되고 있다(Spreitzer, 2008). Spreizer(1995)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동

기부여 관점에서 심리적인 변수로 이해한 Thomas & Velthous(1990)의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측정하였다. 즉, 업무환경 내에서의 동기부여

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의미성, 유능감, 자기결정성, 영향력의 4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기업의 중간관리자와 일반 사원을 대

상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Spreitzer(1995)는 해당 도구가 사회적 바

람직성으로 인한 측정 편향의 문제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이후 실

증연구를 통해 Spreitzer(1995)의 도구가 성별과 관계없이 안정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Boudarias et al., 2004). 뿐만 아니라, 중국(Aryee & Chen, 2006),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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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핀(Hechanova et al., 2006), 싱가포르(Avolio et al., 2004)와 같은 동양 문화

권과 영국(Holdsworth & Cartwright, 2003), 호주(Carless, 2004), 캐나다

(Laschinger et al., 2004)와 같은 서양 문화권에서도 모두 타당하다는 것이 입

증되었다(Spreitzer, 2008). 

Spreitzer(1995)의 측정도구는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팀 수준과 유닛 수준에

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예: Kirkman & Rosen, 1999; Seibert et al., 2004; 

Srivastava et al., 2006). 팀 수준과 유닛 수준에서의 임파워먼트는 임파워먼

트 경험에 대한 공유된 인식으로 개념화된다(Spreitzer, 2008). 예를 들어, 

Kirkman과 Rosen(1999)은 Spreitzer(1995)의 도구를 바탕으로 팀 수준에서 임

파워먼트를 측정하였는데, 이 도구는 팀 의미성(team meaningfulness), 유능감

(potency or competence), 자율성(autonomy), 영향력(impact)의 4가지 차원으

로 구성된다. 이때, 팀 의미성은 팀의 과업이 중요하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정

도, 유능감은 팀이 효과적이라는 집합적 믿음, 자율성은 팀 구성원이 일에 있

어 충분한 자유와 재량을 경험하는 정도, 영향력은 팀이 산출한 작업이 조직

에 의미있고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Kirkman & rosen, 1999).

라. 가정-일 갈등

1) 가정-일 갈등1)의 개념

가정-일 갈등의 개념을 논의하기에 앞서 일과 가정 각각의 개념에 대해 정

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과 가정의 관계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일이란 생계 벌이를 위해 수행하는 도구적 활동으로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

산·제공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가정이란 혈연, 혼인, 입양 등을 통해 이

루어진 사람들의 생활공동체를 의미한다. 일-가정 관계란 일과 가정이 개념

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일에서의 구성요소와 가정에서의 구성요소가 관련

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1) 이 연구에서는 일에서 가정으로의 갈등(일-가정 갈등)과 가정에서 일로의 갈등(가정-일 갈등)을 
구분하였는데, 다수의 연구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일-가정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달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을 포괄하여 ‘일과 가정의 
갈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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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약 5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와 더

불어 사회적 가치가 변화하면서 일 혹은 가정에서의 역할 간 경계가 모호해

졌다. 이에 따라, 일과 가정의 영역 간 관계에 관한 연구가 발전하게 되었다

(Wharton & Blair-Loy, 2006). 일과 가정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갈등적 

관점이 우세하다가 점차 향상적 관점과 균형적 관점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Ten Brummelhuis & Bakker, 2012). 이 연구에서는 직무요구로서 일

과 가정의 관계가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명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과 가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는 일과 가정의 어떠한 연결 기제에 따라 관계

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일-가정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인지 혹은 긍정적인지에 따라 크게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가정 관계의 연구는 

주로 일과 가정 사이의 부정적 상호작용인 일-가정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전

개되어 왔다(김효선, 김옥선, 2010; Greenhaus & Ten Brummelhuis, 2013). 

일-가정 갈등은 어떠한 측면에서 일과 가정의 역할이 양립불가능하여 발생

하는 역할압력으로 인한 역할 간 갈등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Greenhaus & 

Beutell, 1985). 일-가정 갈등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역할 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자

원소모모형(resource drain model)에 기반한다. 자원소모모형에서는 한 역할의 

수행이 다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소모시키게 되어, 다른 역할을 수행

할 때에는 소모된 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원만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Edward & Rothbard, 2000). 이처럼 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요구 혹은 스트레

서는 다른 영역에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일-가정 갈등

과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 (Frone et al., 1992; Greenhaus & Beutell, 1985).

Greenhaus와 Beutell(1985)는 일-가정 갈등을 갈등의 형태에 따라 시간에 

기반한 갈등, 긴장에 기반한 갈등, 행동에 기반한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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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한 갈등은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역

할 수행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압박(time pressure)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초과근무로 인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

어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긴장에 기반한 갈등은 하나의 역할 수행에서 

발생하는 긴장, 불안, 피곤 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에 기반한 갈등은 

한 역할에서 요구하는 특정 행동과 다른 역할에서 기대되는 행동 간 불일치

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직장에서는 권위적인 역할 행동이 기대될지

라도, 가정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일과 가정의 갈등은 갈등의 방향에 따라 일에서 가정으로의 갈등(일-

가정 갈등)과 가정에서 일로의 갈등(가정-일 갈등)으로 구별될 수 있다(Gutek 

et al., 1991). 일-가정 갈등은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것과 관련되

며, 가정-일 갈등은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Greenhaus & Beutell, 1985; Gutek et al., 1991; Hildreth, 1992). 일-가정 갈

등과 가정-일 갈등은 서로 다른 영향요인을 가지거나 같은 요인일지라도 효

과의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Gutek et al., 1991), 각기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Shockley & Singla, 2011).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을 구별하여 보는 관점은 각 영역에서 발생하

는 갈등이 일 관련 혹은 가정 관련 효과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Amstad et al, 2011; Shockley & Singla, 2011). 즉, 동일 영

역(matching domain)차원의 영향에 초점을 두는 원천 귀인 관점(source 

attribution perspective)에서는 일-가정 갈등이 가정 관련 결과보다 일 관련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Carlson et al, 2011). 반면, 교차 

영역(cross domain)차원의 영향에 초점을 두는 영역 특수성 관점(domain 

specificity perspective)에서는 일-가정 갈등이 가정 관련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 일 관련 결과에 미치는 영향보다 클 것이라고 하였다(Ford et al., 2007; 

Frone et al., 1992).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원천 귀인 관점을 바탕으로 일-가정 갈등이 일 관련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김석영 외, 2012; 김현욱, 유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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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이는 주로 경영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로, 기업 현장에서의 조직 구성

원의 태도와 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 영역과 관련된 갈등의 원천 

및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김학수, 박상언, 2018). 또한, 

일-가정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었을 때 일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더욱 강하

게 작동한다는 주장에 착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Karatepe & Kilic, 2007). 

한편, 영역 특수성 관점에서의 연구에서는 일과 가정의 관계가 상대 영역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Ford et al., 2007; Kalliath et al., 

2007). Ford 외(2007)는 메타 분석을 통해 가정 영역의 변인이 가정-일 갈등

을 매개로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일 영역의 변인이 일-가정 갈

등을 매개로 가정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Kalliath 외(2017)는 

유교적 가치관과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경우 일-가정 관계보다 가정-일 관계

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중국의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Li 외(2010)는 일-가정 갈등이 아닌 가정-일 갈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국내 연구의 경우 김학수, 박상언(2018)이 기혼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비롯된 갈등이 일에서 비롯된 갈등보다 직무관

련 정서경험 및 직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더욱 크게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

다. 이와 같은 영역 특수성 관점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가정-일 갈등이 일-

가정 갈등보다 일 영역에서 경험하는 직무열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보았다. 

2) 가정-일 갈등의 측정

일과 가정의 갈등을 측정하는 도구는 갈등의 방향에 대한 도구와 갈등의 

형태에 대한 도구, 방향과 형태를 조합한 도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갈등

의 방향에 대한 도구는 일-가정과 가정-일 갈등이 구별된다는 확고한 증거에 

따라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최윤정, 2010). Gutek 외

(1991)는 갈등의 부정적 영향, 가치 달성, 직업과 생애만족을 기준으로 일이 

방해하는 가족 갈등(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4문항, 가족이 방해하는 

일 갈등(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4문항을 사용했다. Sum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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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1)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가정 연계 도구(work-family linkages 

questionnaire, WFLQ)를 하였다. 이 도구는 대학생 214명을 대상으로 타당화

되었으며, 총 5요인 22문항으로 구성된다. 그 중 일과 가정의 갈등과 관련하

여, 일로부터의 부정적 전이(negative spillover from work)를 측정하는 6문항

과 가족으로부터의 부정적 전이(negative spillover from home)를 측정하는 5

문항을 포함한다. 

Frone과 Yardley(1996)는 Frone 외(1992)와 Gutek 외(1991) 문항을 조합하

여, 일-가정 갈등과 가족-일 갈등을 각각 6문항씩 측정하는 12문항의 도구를 

개발하였다. Cinamon과 Rich(2002)는 Gutek 외(1991)가 개발한 8개의 문항에 

6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일-가정 갈등 척도를 개발하였

다. 이 척도는 일-가정 갈등 7문항, 가족-일 갈등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일-가정 갈등의 세 가지 유형에 기초하여 시간, 긴장, 행동 등의 차

원에서 일-가정 갈등을 측정한 측정도구도 있었다. Kelloway 외(1999)는 일-

가정 갈등의 근원, 본질, 방향에 있어 긴장 기반 가족을 방해하는 일 6문항, 

시간 기반 가족을 방해하는 일 5문항, 긴장 기반 일을 방해하는 가족 6문항, 

시간기반 일을 방해하는 가족 5문항으로 개발하였으며, 신뢰도는 모두 .75를 

상회했다. Calrson 외(2000)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과 가정 간 갈등

의 양방향을 시간, 긴장, 행동이라는 3개의 갈등 형태와 조합하여 총 6개의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친 연구를 통해 총 1,211명을 대상

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윤정(2010)이 Carlson 외(2000)의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기존 6개 차원 중 시간 기반 일-가정 갈등, 시간 기반 

가정-일 갈등, 긴장 기반 일-가정 갈등, 긴장 기반 가정-일 갈등의 4개 차원

으로, 차원별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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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인 간 관계

이 연구에서는 직무자원-요구 모형, 자기결정성 이론, 자원보존이론을 바탕

으로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

프리더십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구조모형이 변인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

에 관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변인 간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 변인 간 직접효과

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는 JD-R 모형과 자기결정성 이

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JD-R 모형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와 과업에 대한 

피드백은 직무자원으로서 직무열의를 높인다.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다

양한 조직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테면, 선행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구성원의 직무만족(Vecchio et al., 

2010), 조직시민행동(이호선 외, 2013), 창의성 및 혁신행동(최석봉 외, 2013; 

Zhang & Zhou, 2014)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사는 구성원의 요구와 감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구성원이 관심사를 공유하도록 격려하

고, 일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Deci & Ryan, 1987).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

르면, 이와 같은 상사의 지원적 행동은 구성원의 자기결정감과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강화한다(May et al., 2004). 구성원은 자신의 직무를 통제할 수 있다

고 지각할 때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고, 직무에 대해 높은 열의를 보인다

(Kahn, 1990). 이와 반대의 경우, 구성원은 리더가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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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

리적인 불안감을 갖게 된다(Kahn, 1990). 따라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구성원이 직무수행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한다고 볼 수 있다.

임파워먼트와 직무열의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 Greco 외(2006)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리더의 임파워먼트는 구조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직무열의와 탈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Tuckey 외(2012)는 소

방관을 대상으로 임파워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정선화와 탁진국(2013)이 국내 

기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리더의 임파워링 행동과 혁신행동 및 직무열의 

간의 정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의 관계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에 대한 위계적인 통제 과정보다 자기조절 및 자

기통제와 같이 구성원이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임

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사는 셀프리더십 전략을 활용하도록 구성원을 

촉진시킨다(Cox et al., 2003; Houghton & Yoho, 2005; Pearce & Sims, 2002). 

임파워링 리더십은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회인

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인지, 행동, 환경은 상호호혜적 관계에 있다. 이를 

리더십 관점에서 바라보면,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의 환경과 관련된 행동 

및 인지적 전략을 관리하는 셀프리더십 전략을 활용하도록 촉진시킴으로써 

그들의 수행 수준을 높일 수 있다(Houghton & Yoho, 2005). 또한, 사회인지이

론에서 주장하는 행동 모델링을 통한 학습 개념을 임파워링 리더십과 셀프리

더십의 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다. 즉,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모습을 통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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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셀프리더십 행동에 대한 대리학습을 하게 되고, 이는 구성원이 셀프리

더십 전략을 활용하도록 촉진시킬 수 있다(Manz & Sims, 2001; Pearce & 

Sims, 2002).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구성원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연구

를 통해 검증되어 왔다. Tekleab 외(2008)는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구성원의 셀프리더십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들은 48명

의 리더와 222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리더가 스스로의 리더십에 대해 인식

한 것과 구성원이 리더의 행동에 대한 기술한 것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리더

의 자기인식을 측정하였다. 연구를 통해, 변혁적리더십과 달리 임파워링 리더

십에 대한 자기인식 수준이 높은 리더는 구성원의 셀프리더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의 셀프리더십을 직접적으

로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화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Yun 외(2006)는 

종단연구를 통해 임파워링 리더십이 구성원의 자율성 욕구(need for 

autonomy)와 상호작용하여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

냈다.

이를 바탕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의 관계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2.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리더십이라는 점에서 심

리적 임파워먼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임파워링 리더십은 

일에 대한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에너지 투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권

한 공유를 강조한다(Zhang & Bartol, 2010; Thomas & Velthouse, 1990). 즉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사는 조직 효과성에 대한 구성원의 기여가 중

요하다는 사실을 이해시킴으로써 구성원이 일에 대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

록 촉진한다. 또한,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표현함으로써 유능감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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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킨다.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을 증진시킨다. 이와 같이, 상사의 임

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일에 대한 의미, 유능감, 자기결정성, 영

향력에 대해 더욱 인식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일 것이라고 예

측할 수 있다.

임파워링 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개념적으로 큰 관련성을 가짐에

도, 실증연구를 통해 두 변인 간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미흡한 편이

다(Ahearne et al., 2005; Zhang & Bartol, 2010).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Zhang과 Bartol(2010)은 중국의 IT업계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여 내적 동기부여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Bester 외(2015)는 제조 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리더의 임

파워링행동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조직시

민행동과 이직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국내연구에서도 임파워

링 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종

환, 이호선, 2019; 이호선 외, 2013 이외에도 임파워링 리더십과 심리적 자본

(김대영 외, 2016; 양필석, 최석봉, 2012), 자기효능감(설지수, 정원호, 2018, 이

철우, 2017) 사이의 긍정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3.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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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셀프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

셀프리더십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스스로 내적 동기부여를 고취

시킴으로써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akker(2017)이 제안한 모형에 따르면, 직무자원, 개인자원, 직무요구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직무열의 수준이 높아지면, 자기관리, 직무재창조와 같은 상향식

의 주도적 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활동은 다시 직무자원과 개

인자원을 확충시켜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관리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셀프리더십 또한 직무자원 및 개인자원

을 확충시켜 직무열의를 높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reevaart 외(2014)의 연구에서는 일상적 자기관리가 업무 환경의 자원을 

확충시키고, 이를 통해 발생한 자원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

증하여, 자기관리와 직무열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Gomes 외(2015)의 연구에

서는 간호사 337명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개인 혁신의 관계에서 직무열의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셀프리더십과 직무열의가 정적인 영

향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Park 외(2016)는 국내 근로자 237명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과 셀프리더십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셀프리더십이 직무열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박정민과 고선희(2016)가 항공사 승무원 223명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직무열의, 상사신뢰,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의 구조적관계를 구

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백수민과 양해술(2017)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셀프리더십과 직무열

의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4. 셀프리더십은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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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

셀프리더십의 개념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Manz(1992)는 셀프리더십이 임파

워먼트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셀프리더십을 발휘하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

량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Manz & Sims, 2001), 이러한 셀프리

더십은 의미성, 자기결정성, 역량성을 지각을 촉진시켜 임파워먼트를 강화시

킨다. 선행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을 통해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의미성과 자율성을 지각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Lee & Koh, 2001; Thomas & Belthouse, 1990). 

다수의 국내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긍정적인 관계

를 검증하였다(고형일 외, 2012; 김용순, 백현, 2010; 이상동, 박봉규, 2010; 홍

순복, 2010) 이정윤 외(2010)는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및 혁신행동의 관계에

서 셀프리더십 하위요인인 리허설과 자기존중이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것을 

밝혔다. 장세준, 정유경(2013)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인 내적보

상과 건설적 사고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인 의미성과 역량에 영향

을 미치고, 건설적 사고는 영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5. 셀프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열의의 관계

조직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반을 둔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구성원들

의 직무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자극하여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인하게 된다(Conger & Kanungo, 1988; Spreitzer, 1995; Thomas & 

Velthouse, 1990). 이와 같이 심리적으로 임파워먼트 된 구성원은 자신의 업무

가 매우 유익하고 의미있다고 인식하고,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게 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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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먼트를 통해 동기부여가 증진될 때, 구성원의 업무에 몰두하는 직무열의

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Quinones 외(2013)는 실증연구를 통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자원이자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는 동기부여적 선행변인임을 입증하였고, Albrecht와 

Andreetta(2010)도 구성원들의 지각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열의를 경험

할 수 있는 예측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달원(2019)은 

리더의 행동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역할을 확인하

였으며, 연구를 통해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예지은 외(2013)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대기업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효능감과 의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의미

감이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함으

로써, 자기효능감과 의미감은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열의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6.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변인 간 매개효과

1)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의 리더에 의한 행위(action)이며, 자율성을 끌어

올리고 유능감과 통제감 등을 높임으로써 셀프리더십과 같은 구성원의 반응

(reaction)을 촉진한다(Amundsen & Martinsen, 2015).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해 

구성원 스스로 업무 수행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셀프리더십이 

촉진되면, 자신의 일에 더욱 에너지를 투입하고 전념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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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링 리더십이 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나 셀프리더십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

나 유사한 메커니즘을 확인한 선행연구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유추할 수 있

다. Park 외(2016)는 조직공정성 인식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행동적 요소를 통해 측정되는 

조직공정성 인식 수준은 셀프리더십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직무열의를 증진

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밝혔다. 우연균(2019)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

십이 잡크래프팅를 매개하여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Kim과 

Beehr(2018)의 연구에서도 임파워링 리더십이 잡크래프팅을 매개로 경력만족

과 경력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잡크래프팅과 셀프

리더십이 공통적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변화시켜나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셀프리더십 또한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및 직무열의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셀프리더십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상사가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하면, 구성원은 보다 능동적으로 의사결정

에 참여하고, 일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Zhang & Bartol, 2010). 이처럼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야기한다(Cheong et al., 

2019; Seibert et al., 2011; Zhang & bartol, 2010). 또한, JD-R 모형에서는 일

의 의미와 유능감을 개인 자원으로 제시하며, 개인자원은 개인에게 내재적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Bakker et al., 2012). Bakker와 

Demerouti(2007)은 직무자원과 개인자원이 서로를 구축시키는 관계에 있다고 

제안하며, 개인자원이 높으면 직무자원을 이끌어내고, 직무자원이 높으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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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임파워링 리더십이 개인자원인 임

파워먼트를 증진시킴으로써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Conger와 Kanungo(1988)는 임파워먼트 과정의 5단계를 제안하며, 임파워

먼트가 조직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관리 전략과 상사의 자기효능감 정보제공

을 통해 촉진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조직 구성원은 임파워링 경험을 통해 노

력-성과 기대 및 개인적 효능감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과업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강력한 업무 자신감을 이끌어냄으로써, 높은 임파워먼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Quiñones 외(2013)는 칠레의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자원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거쳐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들은 자율성과 상사의 사회적 지지 등의 

직무자원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동기부여과정을 매개

하는 개인자원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심리적 임파워

먼트는 직무열의를 향상시켜 조직의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

한 경로임을 시사하였다. 한편, Unsworth와 Mason(2012)는 종단연구를 통해 

셀프리더십 훈련이 긴장(strain)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냇다.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부분적으

로 유사하며, 긴장은 직무열의의 반대인 소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서 셀프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또한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진영심(20018)의 연구에서 국내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거쳐 직

무열의를 높이며, 이를 통해 구성원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2.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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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이중매개효과

보다 유연하고 탈중심화된 조직 형태에서는 구성원의 임파워먼트와 같은 

참여적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조직환경에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수평적 조직구조에서 자율성을 발휘하여 창의성과 업무 수행

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때, 셀프리더십은 임파워먼트를 촉진하는 주요 기제

로서 제시된 바 있다(Houghton & Yoho, 2005; Manz, 1992; Prussia, Anderson, 

& Manz, 1998). 셀프리더십은 행동적·인지적인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을 의

미한다면, 임파워먼트는 내·외적 영향을 받기 쉬운 인식들에 의해 형성되는 

인지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Houghton & Yoho, 2005). 셀프리더십과 임파워

먼트의 관계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 관찰 및 목

표설정, 건설적 사고 등의 셀프리더십 전략은 자기결정성과 유능감을 향상시

킬 수 있다. 

Houghton & Yoho(2005)는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리더십 심리적 임파워

먼트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제시했다. 이들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구

성원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는

데, 이때 두 변인 간 관계를 셀프리더십이 매개할 것이라고 보았다.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동을 

촉진하는데, 이러한 셀프리더십을 가진 개인은 자신이 맡은 과업 및 업무수

행 과정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지시에 의

해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몰입할 수 있다(Houghton & Yoho, 

2005). 또한, 이들은 셀프리더십을 통해 자기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보다 높

은 통제감과 자율성(Manz & Neck, 2004)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

다.

Amundsen과 Martinsen(2015)은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만족, 업무노력, 창

의성의 관계를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고 보았다. 이들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접적으

로, 그리고 셀프리더십을 통해 간접적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무만족과 업무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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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서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

한 것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3.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

의 관계를 이중매개할 것이다.

다. 가정-일 갈등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Super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생애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혼 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중역할을 효과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역할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일과 가정 간 갈등은 일에서 초래된 갈등과 가정에서 초래된 

갈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차영역 차원을 바탕으로 한 영역 

특수성 관점을 바탕으로 일 영역에서의 메커니즘에 가정-일 갈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김학수, 박상언(2018)은 기혼 남성 근

로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비롯된 갈등이 일에서 비롯된 갈등보다 직무관련 

정서경험 및 직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더욱 크게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가정-일 갈등은 직무열의에 대한 긍정적 메커니즘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

화할 수도 있다. 전자는 자원보존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원보존이론에서

는 ‘획득 역설 원칙(gain paradox principle)’을 통해 자원 손실의 맥락에서 

자원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Hobfoll et al., 2018). 개인은 자원 보존 및 확

충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자원의 부족을 느끼게 되면 자원의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Hopfoll,1989; 2001). JD-R 

모형에 관한 연구(Bakker & Albrecht, 2018; Bakker & Demerouti, 2017)는 이

에 착안하여 직무요구가 높은 경우, 직무자원 및 개인자원이 직무열의에 미

치는 정적인 영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

구에서는 업무과부하 혹은 열악한 업무환경(Hakanen et al., 2005), 도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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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Bakker et al., 2010) 등과 같이 직무 상황 혹은 내용에 관한 요인으로 

직무요구가 한정되어 있었다.

가정-일 갈등이 직무열의와 선행변인 간 긍정적 관계를 완화시킨다는 관점

은 자원소모모형에 기반한다. 일과 가정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관리에 대한 것으로(ten Brummelhuis & Bakker, 2012), 한 영역에서의 자원 

소비는 다른 영역의 책무 이행을 어렵게 한다(Halbesleben et al., 2009). 자원

소모모형(Edward & Rothbard, 2000)에서는 개인이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영역에서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면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 수행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간주한다. Edward와 Rothbard(2000)은 한 영

역에서의 시간, 주의, 에너지 소모는 다른 영역에서의 시간, 주의, 에너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원소모모형을 바탕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

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직무열의와 가정-일 갈등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가정-일 갈등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열의의 매개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갈등이 높을

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정적인 매개효과는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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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기혼근로자의 직무열의와 상사의 임파워

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구조적 관계와 가정-일 갈등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인 간의 가설적 모형([그림 Ⅲ-1] 참조)을 설정하였다.

[그림 Ⅲ-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 따르면,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

먼트,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

먼트를 매개로 직무열의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임파워

먼트를 매개로 직무열의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적 임파

워먼트는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정-일 갈등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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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열의의 구조적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완화할 것이다.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 전체이다. 대기

업의 사전적 정의는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따위의 규모가 큰 기업’으로 

제시된다. 이때, 대기업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법률상 정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항에서는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

상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2019)에서는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자산총액이 약 10조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칭

하고 있다. 대기업 분류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

거하여 업종별로 상시 종사자 수와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

업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대 상시 

종사자 수가 300인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며 그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

나 이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대기업을 구분할 경우 인원, 자본금, 매

출액 등에 근거한 분류가 업종별로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

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2019)에서 공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기업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10조원 이상인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9년 5월 1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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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집단으로, 이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2,103개이다. 이 연구의 목표 모집단

(target population)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기혼 근로자로 

설정하였다. 

1 삼성 16 부영 31 오씨아이 46 태영
2 현대자동차 17 엘에스 32 카카오 47 넥슨

3 에스케이 18 대림 33 에이치디씨 48 동원
4 엘지 19 미래에셋 34 케이씨씨 49 한라

5 롯데 20 에쓰-오일 35 SM 50 아모레퍼시픽

6 포스코 21 현대백화점 36 대우건설 51 삼천리
7 한화 22 효성 37 중흥건설 52 한국지엠

8 지에스 23 한국투자금융 38 한국타이어 53 동국제강
9 농협 24 대우조선해양 39 세아 54 유진

10 현대중공업 25 영풍 40 태광 55 금호석유화학
11 신세계 26 하림 41 이랜드 56 하이트진로

12 케이티 27 교보생명보험 42 셀트리온 57 넷마블

13 한진 28 금호아시아나 43 DB 58 애경
14 씨제이 29 케이티앤지 44 호반건설 59 다우키움

15 두산 30 코오롱 45 네이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 (2019). 기업집단 지정: 지정현황. Retrieved (2020.02.11.) from 
https://www.egroup.go.kr/

<표 Ⅲ-1>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관측변인의 수 혹은 모집단의 크기를 표본크기

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Joreskog와 Sorbom(1989)은 관측 변인의 수가 12개 

이하일 경우에는 적어도 200개의 표본이 있으면 된다고 하였고, 1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어도 1.5q(q+1)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Krejcie & 

Morgan(1970)은 모집단의 크기가 10만 명 이상일 때 적정표본의 수는 384명

이라고 제안하였다. 반면, 류근관(2013)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일반적으

로 모집단의 수에 상관없이 표본 집단의 절대 수에 기인하며, 사회과학에서

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에서 요구되는 표본 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

나 대체적으로 적정 표본 크기는 모형의 복잡성 및 크기, 추정법. 모형 적합

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배병렬, 2016). 일반적으로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 59 -

의 수가 많으면 모델이 복잡해지고, 모델이 복잡하게 되면 추정되는 모수의 

수도 증가한다. Jackson(2003)은 어떤 경우에도 표본 크기는 200명 이상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측정모형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자유모수치 대비 피험자 수’를 기준으로 최소한 1:10~20의 기준을 충족시

키는 표본 수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Stevenson(2002)은 측

정변인과 사례 수의 비율이 1:15를 충족할 것을 권하고 있다. 구조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적절한 최소한

의 표본 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Ding et al., 

1995). 표본크기가 400명 이상이 경우, 최대우도법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델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될 수 있다(배병렬, 2016).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수를 200~300개로 설정하고, 질문지 회수율과 불성실 응답을 고려하여 약 

350개의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된 조사도구는 직무열의,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가정-일 갈등,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구분되며, 총 64문항으로 구성된다(<표 Ⅲ-2> 참조). 

구분 문항 수 문항 번호 출처

직무열의

활력 3 Ⅰ-1~3
Schaufeli et al.(2006)전념 3 Ⅰ-4~6

몰두 3 Ⅰ-7~9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솔선수범 3 Ⅱ-1~3

Arnold et al.(2000)을 
바탕으로 Srivastava et

al.(2006)이 재구성

코칭 3 Ⅱ-4~6
참여적 의사결정 3 Ⅱ-7~9

관심표출 3 Ⅱ-10~12
정보공유 3 Ⅱ-13~15

<표 계속>

<표 Ⅲ-2> 측정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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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문항 번호 출처

셀프리더십

행동인식 및 의지 3 Ⅲ-1~3
Houghton et al.(2012)과업 동기 3 Ⅲ-4~6

건설적사고 3 Ⅲ-7~9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미성 3 Ⅳ-1~3

Spritzer(1995)
유능감 3 Ⅳ-4~6

자기결정성 3 Ⅳ-7~9
영향력 3 Ⅳ-10~12

가정-일 갈등 7 Ⅴ-1~7
Carlson et al.(2000)을
김수정(2014)가 번안

일반적 특성

연령

12 Ⅵ-1~12 -

최종 학력

업종

고용 형태

직급

직무

재직기간

재택근무 시행 여부

자녀의 수

막내 자녀의 연령

자녀 돌봄 주체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계 64 -

<표 Ⅲ-2> 계속

가. 직무열의

이 연구에서는 직무열의를 개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 신체적, 인

지적, 정서적 에너지를 투입하여 높은 수준의 활력을 가지고 일에 전념하며 

몰두하는 지속적인 심리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aufeli 외(2006)가 개발한 UWES-9(Utrecht Work Engagement Scale-9) 측

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활력 3문항, 전념 3문항, 몰두 3문항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며, 반응양식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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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다음의 <표 Ⅲ-3>과 같다. 이 도

구에 대한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912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활

력 .780, 전념 .833, 몰두 .704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913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활력 .772, 전념 .835, 몰두 .782로 나

타났다. 

구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97) 본조사(n=286)

직무열의

활력 .780 .772

전념 .833 .835

몰두 .704 .782

<표 Ⅲ-3> 직무열의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나.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이 연구에서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을 상사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증진시키고자 부하들과 권한을 공유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

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Arnold 외(2000)를 바탕으로 Srivastava 외(2006)

가 재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솔선수범 3문항, 코칭 3문항, 

참여적 의사결정 3문항, 관심표출 3문항, 정보공유 3문항으로 구성되며, 반응

양식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다음의 <표 Ⅲ-4>와 같다. 이 도

구에 대한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957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솔

선수범 .939, 코칭 .862, 참여적 의사결정 .878, 관심표출 .855, 정보공유 .814

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953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솔선수범 .910, 코칭 .859, 참여적 의사결정 .843, 관심표출 .840, 정

보공유 .831로 나타났다. 



- 62 -

구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97) 본조사(n=286)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솔선수범 .939 .910

코칭 .862 .859

참여적 의사결정 .878 .843

관심표출 .855 .840

정보공유 .814 .831

<표 Ⅲ-4>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다. 셀프리더십

이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

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스스로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Houghton 외(2012)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행동인식 및 의지 3문항, 과업 동

기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으로 구성되며, 반응양식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이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다음의 <표 Ⅲ-5>와 같다. 이 도

구에 대한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857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행

동인식 및 의지 .746, 과업 동기 .669, 건설적 사고 .767로 나타났다. 본조사에

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899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행동인식 및 

의지 .765, 과업 동기 .758, 건설적 사고 .8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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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97) 본조사(n=286)

셀프리더십

행동 인식 및 의지 .746 .765

과업 동기 .669 .758

건설적 사고 .767 .805

<표 Ⅲ-5>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라. 심리적 임파워먼트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일에 대한 의미와 유능감, 일에서의 

자율성 및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내재적 동기부여 과정으로 정

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Spreitzer(1995)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의미성 3문항, 유능감 3문항, 자기결정성 3문항, 영향력 3문

항으로 구성되며, 반응양식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다음의 <표 Ⅲ-6>과 같다. 이 도

구에 대한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917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의

미성 .854 유능감 .776, 자기결정성 .923, 영향력 .910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

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927이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의미성 .812 

유능감 .820, 자기결정성 .855, 영향력 .862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97) 본조사(n=286)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미성 .854 .812

유능감 .776 .820

자기결정성 .923 .855

영향력 .910 .862

<표 Ⅲ-6>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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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일 갈등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영역으로부터 오는 역할 압력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역할들이 서로 양립하지 못하고 일에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갈등 상태로 정의

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Carlson, Kacmar & Williams(2000)의 측정도구 

중 가정-일 갈등에 해당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정-일 갈등

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며, 반응양식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가정-일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다음의 <표 Ⅲ-7>과 같다. 이 도

구에 대한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949이며, 본조사에서 .933으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97) 본조사(n=286)

가정-일 갈등 .949 .933

<표 Ⅲ-7> 가정-일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바.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 연구에서는 연령, 최종 학력, 업종, 고용 형태, 직급, 직무, 재직기간, 자

녀의 수, 막내 자녀의 연령, 자녀 돌봄 주체,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로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설정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재택근무 시행 여부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포함하였다. 재택근무는 유

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일과 삶의 양립뿐만 아니라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기에(Ernst & Young, 2005; Roehling et al., 

2001; Hayman, 2009), 재택근무 시행 여부에 따른 변인 간 수준 차이를 추가

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중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직무열의와 관련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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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성별, 직급, 재직기

간(최중석, 성상현, 2017; Banihani et al. 2013; Crompton et al., 2007; Martin, 

2004)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 배포 및 수집은 2020년 4월 초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2019)을 기준으로 대기업 리스트

를 작성하고, 개별 연락을 통해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협조에 응한 대

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내부 협력자로 지정하고,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협조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이메일 및 모바일을 통해 조사도구를 전송하였

다. 협력자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설문 응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응답을 완료한 응답자에 한해 응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에 부합하는 응답자 선정을 위하여, 1차적으로 내

부협력자에게 연구대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게만 조사도구를 전달하도

록 하였고, 2차적으로 조사도구 상에서 소속 기업, 직무, 혼인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하였다. 해당 대상 1개 

기업 당 20명을 목표로 내부 협력자를 통하여 설문지 URL을 배포하였고, 회

수된 설문지는 333개였다. 그중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 47부를 제외한 286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 286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표 Ⅲ

-8> 참조).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67.8%)이 여성(32.2%)에 비해 많았다. 연령의 

경우 30대가 59.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31.8%), 20대(4.2%) 순으로 나타났

다. 최종 학력은 대졸이 75.2%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졸(15.0%), 전문대졸

(6.3%)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회사의 업종은 제조업(52.1%)이 가장 많았으며, 

출판·방송·IT업(15.0%), 금융·보험업(11.2%) 순이었으며, 고용형태는 대부

분 정규직(9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과장급(35.7%), 대리급(30.1%), 

차장급(17.5%) 순으로 나타났고, 직무는 기획·총무·인사(30.4%),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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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영업·마케팅(15.4%)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

만(37.8%)이 가장 많았고, 5년 미만(24.8%), 10년 이상 15년 미만(22.0%) 순이

었다. 재택근무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한 경우(75.5%)가 시행하지 않은 

경우(24.5%)에 비해 많았다.

응답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69.6%)가 자녀가 없는 경우(30.4%)에 비해 많

았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자녀가 1명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으며, 2

명(31.8%), 3명(4.2%) 순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의 연령은 3세 이상 8세 미

만인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3세 미만(15.1%), 20세 이상(8.5%) 순으

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 주체는 배우자(56.8%), 빙부모와 시부모를 포함한 부

모님(21.6%), 보육시설(11.1%)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는 취

업(67.1%)이 비취업(32.9%)에 비해 많았다.

n = 286(일부 변수에 누락 있음)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94 67.8
여 92 32.2

연령

20대 12 4.2
30대 169 59.1
40대 91 31.8
50대 14 4.9

최종학력

고졸 이하 6 2.1
전문대졸 18 6.3
대졸 215 75.2
석사졸 43 15.0
박사졸 4 1.4

업종

제조업 149 52.1
건설업 19 6.6

금융·보험업 32 11.2
유통·운수·숙박·요식업 26 9.1

출판·방송·IT업 43 15.0
의료·교육서비스업 17 5.9

고용 형태

정규직 273 95.5
무기계약직 4 1.4
비정규직 9 3.1

<표 계속>

<표 Ⅲ-8>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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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86(일부 변수에 누락 있음)

구분 빈도 비율(%)

직급

사원급 22 7.7
대리급 86 30.1
과장급 102 35.7
차장급 50 17.5

부장급 이상 26 9.1

직무

기획·총무·재무·인사 93 32.5
영업·마케팅 45 15.7
연구개발 77 26.9

자재, 생산 및 품질관리 42 14.7
서비스·고객 관리 29 10.1

재직기간

5년 미만 71 24.8
5년 이상 10년 미만 108 37.8
10년 이상 15년 미만 63 22.0

15년 이상 44 15.4
재택근무 시행 

여부

시행 216 75.5
미시행 70 24.5

자녀 수

없음 87 30.4
1명 95 33.2
2명 91 31.8
3명 12 4.2

4명 이상 1 .3

막내 자녀 연령
(n=199)

3세 미만 47 23.6
3세 이상 8세 미만 95 47.7

8세 이상 58 28.6

자녀 돌봄 주체
(n=199)

본인 및 배우자 123 43.0

부모님
(시부모, 빙부모 포함)

43 21.6

일가친척 2 1.0
육아 및 가사도우미 9 4.5

보육시설 22 11.1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취업 192 67.1
비취업 94 32.9

<표 Ⅲ-8> 계속

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3.0 및 Mplus 7을 활

용하였고 모든 결과는 통계적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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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가설 검정을 위한 통계기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였으

며,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2단계 접근

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

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이후 2단계에서 구조모형을 검토한다. 2단계 접근법은 

분석오류가 발생할 시, 오류의 원인이 측정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 또

는 구조 관계 설정의 오류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 연구결과 해

석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자료 준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기 때

문에 정규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찰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

해 변인별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고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단, 다변

량 정규성은 만족시키기 어렵고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

례수가 확보되면 분석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단변량 정규성을 기준

으로 판단하였다(배병렬, 2016). 

일반적으로 단변량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도(skew)와 첨도

(kurtosis)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경험적 기준에 따르면 왜도지표 ┃3.0┃이

내, 첨도지표 ┃8.0~20.0┃ 이내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Curran et al., 1996). 또한 Hong 외(2003)는 왜도 2, 첨도 4 이내의 기준을 

만족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상분포조건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관찰변인 간의 상관행렬을 확인함으로써 본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관찰변인의 상관

행렬을 기준으로 최적의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이기에 관찰변인 간의 상관계

수가 통계적 기준(p⟨.05) 하에 유의하고 .3 이상의 통계치를 나타내는지 살펴

봄으로써 입력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찰

변인의 차이를 분석하여 관찰변인의 특징을 확인하고, 관찰변인의 차이가 적

절한지 확인함으로써 입력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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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두 개 이상의 변인에 대해 자기보고

식 자료(self-reported data)를 통해 응답 결과를 획득하였기에 동일방법편의

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와 측정단계에서 동일방

법편의를 감소시키는 방법(질문의 순서 고려 등)을 적용하였다. 이는 동일방

법편의 문제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지만,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해

결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분석단계에서도 통계적 분석기법을 통해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는 다양한 

방법 중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 방법(Harman's single factor test)을 활용하

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였다.

나. 측정 모형 분석 방법

측정 모형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실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

하기 전, 개념 측정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분

석 오류 발생 시, 오류의 원인이 측정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 또는 구

조 관계 설정의 오류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병렬, 2016).

이 연구는 Mplus 7을 활용하여 측정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모수 추정은 최

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이란 관찰변인의 

상관행렬과 가능한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관행렬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모수

를 추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최대우도법은 최소제곱법

에 비해 다변량 정규성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 연구에 적합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김수영, 2016). 

측정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Mplus 7에서 제공하는 총 카이제곱(χ2) 값, 

SRMR, CFI, TLI, RMSEA를 활용하였다. 값과 S-RMR값은 이론모델이 관찰

된 공분산 행렬을 예측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절대적합지수이며, TLI값과 CFI 

값은 기초모델(요인이 0인 모델)에 비해 모델의 향상 정도를 나타내는 증분적

합지수이다. RMSEA는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에 따라 모델이 적합하게 검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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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을 우려하여 사용하는 적합도 지표로, 모델을 표본이 아닌 모집단

에서 추정하는 경우에 기대되는 적합도를 나타낸다(배병렬, 2016). 모형적합도 

지수를 바탕으로 도출된 상관행렬이 표본의 상관행렬과 부합하는지, 모델이 

요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모형 적합도 확인 후에는 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판단하였다. 개

념 타당도란 모형 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올바르게 측정하는가를 의미하

며 집중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로 확인

할 수 있다. 집중 타당도는 하나의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측정하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같이 요

인적재량 .5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배병렬, 2016). 판별 타당도는 

하나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관찰변인들이 다른 잠재변인과 구별하여 측정하

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 연

구에서는 .8 이상이면 판별 타당도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훈영, 2010).

다. 구조모형 분석 방법

1)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방법

측정 모형을 적합성을 판단한 뒤,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잠재변인 간 관계

를 설정한 구조모형의 적합성 및 변인 간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모수 추정 및 모형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측정 모형 분석과 동일한 방법

으로 수행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한 이후에는 변인 간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접효과란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의미하며, 매개효과란 설정한 독립변인이 하나 이상의 변인을 매개하

여 종속변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는 간접효과

라고도 하며,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동일개념으로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X과 종속변인 Y의 관계를 두 개의 변인 M1과 M2

가 매개한다고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통계모형은 [그림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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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통계모형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
 

이 연구에서는 직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임계비(critical ratio)를 통한 

t검정으로 수행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랩 신뢰구

간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은 표본분포가 어떤 형태

를 띠는지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 기법으로(Preacher & Hayes, 2004), 경험적 

분포를 추정하여 표준오차를 구한다(배병렬, 2016).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95% 신뢰구간의 양 끝점인 하한경계 값과 상한경계 값이 산출되는데. 이러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

정한다. 

2)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매개변수가 있는 인과관계 모

형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건부효과를 분석하였다. 조건부효과란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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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의하여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변인의 값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형권, 2018). 이때 조절변인이란 독립변인과 종속변

인의 관계에서 방향 또는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의미한다. 조절변인

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영향관계가 변화할 수 있

으며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조절효과

가 있다고 해석한다. 조절된 매개효과란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결합한 것으

로, 독립변인 X와 종속변인 Y의 관계에서의 매개변수 M의 간접효과가 조절

변인 W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매개변인 M1과 

M2 중 M2에 의한 매개효과가 조절변수 W에 의하여 조절되는 모형을 설정하

였는데, 이에 대한 통계모형은 [그림 Ⅲ-3]과 같다.

[그림 Ⅲ-3] 통계모형(조절된 매개효과)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이때, M1과 M2에 대한 식은 위와 

동일하다.

  ′ ′
조절된 매개효과의 분석은 조건부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라고 

할 수 있다(Hayes, 2013). 조건부과정분석은 조건부 간접효과와 조건부 직접

효과의 추정 및 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이형권, 2018). 조건부 간접효과 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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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조절변인 수준에서의 간접효과의 추정치를 지칭하며, 조건부 직접효

과 θX→Y는 특정한 조절변인 수준에서의 직접효과의 추정치를 지칭한다. 이 

모형에서는 조건부 간접효과만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식은 다

음과 같다. 

          (a) 

       (b)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을 검정하여 판단하

게 된다. 조절된 매개지수는 통해 위의 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식 (a)에서 

조절변수 W의 가중치인 는 X→M2→Y에 대한 조절된 매개지수이며, 식 

(b)에서 조절변수 W의 가중치인 는 X→M1→M2→Y에 대한 조절된 매

개지수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Klein과 

Moosbrugger(2000)이 제안한 잠재조절 구조방정식(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LMS) 방법을 활용하였다. 잠재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크게 곱 지표변수 접근법(product indicator apporach)와 분

포분석 접근법(distribution analytic approach)로 구분할 수 있다. 곱 지표변수 

접근법의 경우 잠재변수의 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곱 

지표변수를 이용한다. 반면, 분포분석 접근법은 곱 지표변수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바로 분석할 수 있는데, LMS는 대표적인 분포분석 접근법이다(김수영, 

2016). LMS는 잠재 상호작용항의 비정규성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Kline(2016)

은 잠재변수의 상호작용 추정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MS 분석을 위하여 Cheung과 Lau(2017)가 제안한 3가지 단

계에 걸쳐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LMS 방식의 추정은 정규이론에 입

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저모형(baseline model)을 정의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인 

모형 적합도 지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Cheung과 Lau(201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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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 방식을 활용할 때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상호작용

항이 도입되지 않은 기저모형의 모형적합도와 요인적재량의 유의성을 확인한

다. 2단계는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에서 조절된 매개지수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탐색하는데, 

조절변수의 특정 수준 혹은 영역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imple slope와 Johnson-Neyman technique을 함께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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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행렬

가.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투입되는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Ⅳ

-1>과 같다. 우선, 직무열의를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평균은 전념(3.43), 몰두

(3.34), 활력(3.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평균은 코칭(3.38), 관심표출(3.35), 참여적 의사결정(3.21), 솔선수

범(3.17), 정보공유(3.09) 순으로 높았다. 셀프리더십은 행동 인식 및 의지

(3.66), 과업 동기(3.50), 건설적 사고(3.44) 순으로 높았으며, 심리적 임파워먼

트는 유능감(3.77), 의미성(3.72), 자기결정성(3.70), 영향력(3.45) 순으로 높았다. 

가정-일 갈등의 평균은 2.44점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다변량정규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관찰변

인의 단변량 정규성 및 다변량 정규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다변량 정규성은 

Mardia가 제안한 다변량 첨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연구의 다변량 

첨도는 363.815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변량 검정들은 표본크기가 크다면 약간의 위반에서도 정규성 가정을 

기각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각 변수의 단변량 검정을 통해서도 다

변량 정규성을 확인할 수 있다(김수영, 2016; Kline, 2016). 이 연구에서 활용

된 관찰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은 .001~.699, 첨도의 절대값은 .011~.563으로 나

타나 단변량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이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있어 

최대우도법 활용을 위한 정규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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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86

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직무열의

활력 1.00 5.00 3.10 .797 -.193 -.440

전념 1.00 5.00 3.43 .781 -.699 .563

몰두 1.00 5.00 3.34 .760 -.220 .086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솔선수범 1.00 5.00 3.17 .991 -.478 -.466

코칭 1.00 5.00 3.38 .940 -.459 -.465

참여적 의사결정 1.00 5.00 3.21 .923 -.553 -.233

관심표출 1.00 5.00 3.35 .847 -.671 .104

정보공유 1.00 5.00 3.09 .958 -.348 -.449

셀프리더십

행동 인식 및 의지 1.33 5.00 3.66 .665 -.398 -.047

과업 동기 1.33 5.00 3.50 .776 -.355 -.011

건설적사고 1.00 5.00 3.44 .803 -.482 -.039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미성 1.67 5.00 3.72 .692 -.364 -.055

유능감 1.33 5.00 3.77 .717 -.474 .034

자기결정성 1.33 5.00 3.70 .778 -.426 -.363

영향력 1.00 5.00 3.45 .785 -.338 -.150

일-가정 
갈등

일-가정 갈등 1.00 5.00 2.97 .899 .001 -.475

다변량 정규성 363.815 35.680

<표 Ⅳ-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나.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관찰변인 간 상관행렬은 다음 <표 Ⅳ-2>와 같다. 각 

관찰변인 간 상관은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일 갈등과 다른 

관찰변인 간 상관은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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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직무열의

1. 활력 1 　 　 　 　 　 　 　 　 　 　 　 　 　 　 　

2. 전념 .741** 1 　 　 　 　 　 　 　 　 　 　 　 　 　 　

3. 몰두 .723** .779** 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4. 솔선수범 .483** .498** .487** 1 　 　 　 　 　 　 　 　 　 　 　 　

5. 코칭 .419** .445** .409** .755** 1 　 　 　 　 　 　 　 　 　 　 　

6. 참여적의사결정 .411** .388** .375** .769** .742** 1 　 　 　 　 　 　 　 　 　 　

7. 관심표출 .382** .412** .410** .680** .650** .663** 1 　 　 　 　 　 　 　 　 　

8. 정보공유 .430** .416** .399** .722** .742** .810** .671** 1 　 　 　 　 　 　 　 　

셀프 
리더십

9. 행동인식 및 의지 .496** .502** .580** .395** .326** .335** .331** .352** 1 　 　 　 　 　 　 　

10. 과업 동기 .485** .466** .545** .322** .322** .379** .396** .390** .699** 1 　 　 　 　 　 　

11. 건설적사고 .455** .420** .507** .305** .278** .357** .302** .336** .708** .703** 1 　 　 　 　 　

심리적 
임파워먼트

12. 의미성 .517** .574** .567** .454** .400** .391** .337** .355** .556** .499** .486** 1 　 　 　 　

13. 유능감 .470** .507** .508** .349** .304** .319** .225** .262** .483** .440** .418** .651** 1 　 　 　

14. 자기결정성 .422** .465** .436** .446** .490** .413** .314** .420** .460** .397** .447** .638** .630** 1 　 　

15. 영향력 .478** .460** .470** .436** .414** .414** .286** .432** .465** .426** .413** .622** .659** .673** 1 　

가정-일 
갈등

16. 가정-일 갈등 -.008 -.086 -.064 .082 .041 .085 .078 .120* -.111 .022 -.037 -.065 -.144* -.073 .031 1

주) *p<.05, **p<.01, ***p<.001

<표 Ⅳ-2> 관찰변인의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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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1)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분석 

결과,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의 관찰 변인인 솔선수범과 정보공유, 셀프리더

십의 관찰변인인 행동 인식 및 의지, 과업 동기 및 건설적 사고,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관찰변인인 자기결정성과 영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

인하였으며,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솔선

수범은 남성이 3.25점, 여성이 3.00점이고, 정보공유는 남성이 3.17점, 여성이 

2.91점이었다. 행동인식 및 의지는 남성이 3.72점, 여성이 3.53점이고, 과업 동

기는 남성이 3.57점, 여성이 3.53점이며, 건설적 사고는 남성이 3.51점, 여성이 

3.5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결정성은 남성이 3.77점, 여성이 3.55점, 영향

력은 남성이 3.55점, 여성이 3.25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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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286)
남성

(n=194)
여성

(n=92)
t값

직무열의

활력
3.10

(.797)
3.12

(.795)
3.05

(.804)
.688

전념
3.43

(.781)
3.46

(.809)
3.38

(.720)
.794

몰두
3.34

(.760)
3.35

(.757)
3.33

(.770)
.216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솔선수범
3.17

(.991)
3.25

(.973)
3.00

(1.012)
2.039*

코칭
3.38

(.940)
3.44

(.916)
3.25

(.982)
1.615

참여적 의사결정
3.21

(.923)
3.27

(.884)
3.08

(.992)
1.586

관심표출
3.35

(.847)
3.35

(.844)
3.36

(.858)
-.010

정보공유
3.09

(.958)
3.17

(.905)
2.91

(1.047)
2.103*

셀프리더십

행동 인식 및 
의지

3.66
(.665)

3.72
(.650)

3.53
(.680)

2.288*

과업 동기
3.50

(.776)
3.57

(.801)
3.37

(.706)
1.966*

건설적사고
3.44

(.803)
3.51

(.824)
3.30

(.739)
2.128*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미성
3.72

(.692)
3.74

(.657)
3.67

(.760)
.841

유능감
3.77

(.717)
3.79

(.723)
3.72

(.707)
.742

자기결정성
3.70

(.778)
3.77

(.772)
3.55

(.773)
2.294*

영향력
3.45

(.785)
3.55

(.770)
3.25

(.783)
3.022**

가정-일 
갈등

가정-일 갈등
2.44

(.921)
2.39

(.888)
2.55

(.983)
-1.291

주1) *p<.05, **p<.01, ***p<.001

주2)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3>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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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급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직급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4>와 같다. 분석 

결과, 직무열의의 관찰변인인 활력, 전념, 몰두, 셀프리더십의 관찰변인인 행

동인식 및 의지와 건설적 사고,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찰변인인 의미성, 유

능감 및 영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활력은 차장급 이상 집단(3.29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

로 사원·대리급 집단(3.06점), 과장급 집단(3.00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념과 

몰두는 모두 차장급 이상 집단(각 3.64점, 3.55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으로 과장급 집단(각 3.37점, 3.30점), 사원·대리급 집단(각 3.34점, 3.24점)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인식 및 의지와 건설적 사고는 모두 차장급 이상 집단

(각 3.86점, 3.67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원·대리급 집단(각 

3.61점, 3.40점), 과장급 집단(각 3.55점, 3.32점) 순이었다. 마찬가지로, 의미성

은 차장급 이상 집단(3.92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원·대리급 

집단(3.65점), 과장급 집단(3.64점) 순으로 나타났다. 유능감과 영향력은 모두 

차장급 이상 집단(각 4.00점, 3.82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장급 

집단(각 3.73점, 3.39점), 사원·대리급 집단(각 3.65점, 3.26점) 순이었다.

차이가 나타난 변인에 대해 사후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공유는 자

녀 돌봄 주체가 본인 및 배우자인 집단이 도우미 및 보육시설인 집단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행동인식 및 의지는 본인 및 배

우자인 집단이 부모님 및 일가친척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

를 보였다. 그러나 건설적 사고에서는 사후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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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286)
사원·대리급
(n=108)

과장급
(n=102)

차장급 이상
(n=76)

F값 scheffe

직무열의

활력
3.10

(.797)
3.06

(.801)
3.00

(.814)
3.29

(.745)
3.193* ③>②

전념
3.43

(.781)
3.34

(.775)
3.37

(.802)
3.64

(.733)
3.712* ③>①

몰두
3.34

(.760)
3.24

(.739)
3.30

(.802)
3.55

(.696)
4.180* ③>①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솔선수범
3.17

(.991)
3.08

(1.038)
3.14

(1.021)
3.34

(.868)
1.613 -

코칭
3.38

(.940)
3.31

(1.024)
3.39

(.919)
3.47

(.842)
.628 -

참여적 
의사결정

3.21
(.923)

3.17
(.915)

3.17
(.944)

3.32
(.907)

.756 -

관심표출
3.35

(.847)
3.40

(.857)
3.29

(.918)
3.38

(.733)
.457 -

정보공유
3.09

(.958)
3.05

(.947)
3.03

(.994)
3.21

(.927)
.840 -

셀프리더
십

행동 인식 및 
의지

3.66
(.665)

3.61
(.631)

3.55
(.681)

3.86
(.654)

5.287** ③>②,①

과업 동기
3.50

(.776)
3.48

(.746)
3.44

(.783)
3.63

(.801)
1.477 -

건설적사고
3.44

(.803)
3.40

(.773)
3.32

(.832)
3.67

(.767)
4.537** ③>②

심리적 
임파워먼

트

의미성
3.72

(.692)
3.65

(.718)
3.64

(.713)
3.92

(.587)
4.276* ③>②,①

유능감
3.77

(.717)
3.65

(.732)
3.73

(.720)
4.00

(.644)
5.827** ③>②,①

자기결정성
3.70

(.778)
3.60

(.770)
3.71

(.792)
3.84

(.757)
2.147 -

영향력
3.45

(.785)
3.26

(.759)
3.39

(.802)
3.82

(.681)
12.657*** ③>②,①

가정-일 
갈등

가정-일 갈등
2.44

(.921)
2.41

(.941)
2.47

(.836)
2.45

(1.008)
.124 -

주1) ① 사원·대리급, ② 과장급, ③ 차장급 이상

주2) *p<.05, **p<.01,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4> 직급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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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재직기간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5>와 같다. 분

석 결과, 직무열의의 관찰변인인 활력, 전념, 몰두, 셀프리더십의 관찰변인인 

건설적 사고,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찰변인인 의미성, 유능감 및 영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활력은 재직기간 15년 이상 집단(3.48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집단(3.08점), 5년 미만 및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3.01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념은 재직기간 15년 이상 집단(3.73점)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집단(3.42점), 5년 미만 집단

(3.41점),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3.32점) 순으로 나타났다. 몰두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집단(3.72점)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년 미만 집단(3.32점), 

10년 이상 15년 미만 집단(3.27점),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3.25점)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적사고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집단(3.75점)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집단(3.42점),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

(3.39점), 5년 미만 집단(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의미성은 재직기간 15년 이

상 집단(4.09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 및 10년 이상 15년 

미만 집단(3.67점), 5년 미만 집단(3.66점) 순으로 나타났다. 유능감은 재직기

간 15년 이상 집단(4.09점)에서 가장 높았고, 5년 미만 및 10년 이상 15년 미

만 집단(3.7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3.66점) 순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은 

15년 이상 집단(3.77점)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집단(3.49점), 5년 미만 집단(3.37점),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3.36점) 순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나타난 변인에 대해 사후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활력은 재직기

간 16년 이상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

타냈으며, 전념은 재직기간 15년 이상 집단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몰두에서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집단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및 10년 이상 15년 미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건설적 사고에서는 사후분석 결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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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미성, 유능감, 영향력에서는 재직

기간 15년 이상 집단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변인
전체

(n=286)
5년 미만

(n=71)

5년 이상 
10년 미만 
(n=108)

10년 이상 
15년 미만 

(n=63)

15년 이상
(n=44)

F값 scheffe

직무열의

활력
3.10

(.797)
3.01

(.845)
3.01

(.825)
3.08

(.685)
3.48

(.709)
4.198** ④>①,②,

③

전념
3.43

(.781)
3.41

(.857)
3.32

(.787)
3.42

(.709)
3.73

(.677)
3.010* ④>②

몰두
3.34

(.760)
3.32

(.743)
3.25

(.817)
3.27

(.721)
3.72

(.584)
4.555** ④>②,③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솔선수범
3.17

(.991)
3.11

(.990)
3.08

(1.095)
3.23

(.856)
3.40

(.888)
1.296 -

코칭
3.38

(.940)
3.40

(1.028)
3.35

(.992)
3.41

(.770)
3.39

(.912)
.067 -

참여적 
의사결정

3.21
(.923)

3.17
(.920)

3.13
(.947)

3.34
(.882)

3.27
(.928)

.803 -

관심표출
3.35

(.847)
3.30

(.893)
3.29

(.893)
3.50

(.789)
3.39

(.727)
.932 -

정보공유
3.09

(.958)
3.08

(.902)
3.01

(1.036)
3.16

(.925)
3.18

(.908)
.536 -

셀프리더
십

행동 인식 및 
의지

3.66
(.665)

3.62
(.740)

3.60
(.618)

3.67
(.621)

3.84
(.695)

1.542 -

과업 동기
3.50

(.776)
3.51

(.830)
3.42

(.733)
3.55

(.804)
3.63

(.751)
.847 -

건설적사고
3.44

(.803)
3.35

(.869)
3.39

(.768)
3.42

(.801)
3.75

(.730)
2.660* 유의하지 

않음

심리적 
임파워먼

트

의미성
3.72

(.692)
3.66

(.763)
3.67

(.703)
3.67

(.671)
4.02

(.487)
3.228* ④>②

유능감
3.77

(.717)
3.75

(.780)
3.66

(.684)
3.75

(.711)
4.09

(.624)
3.873* ④>②

자기결정성
3.70

(.778)
3.72

(.856)
3.66

(.754)
3.60

(.747)
3.92

(.730)
1.564 -

영향력
3.45

(.785)
3.37

(.831)
3.36

(.729)
3.49

(.803)
3.77

(.757)
3.348* ④>②

가정-일 
갈등

가정-일 갈등
2.44

(.921)
2.40

(.954)
2.47

(.894)
2.61

(.887)
2.23

(.960)
1.525 -

주1)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주2) *p<.05, **p<.01,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5>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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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방법편의 분석 결과

이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두 개 이상의 변인에 대해 자기보고식 응

답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 방

법(Harman’s single factor test)을 활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였다.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의 기본적인 가정은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 변인을 

동일방법편의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모형 내에서 이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의 측정문항을 투입하여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추출 분석(Podsakoff et al., 2003)을 실

시한 결과(<표 Ⅳ-6> 참조),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요인이 전체 변량의 

28.317%이므로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하면서, 어떠한 지배적

인 요인도 발견되지 않아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Podsakoff et al., 2003).

요인 고유값 설명변량

요인 1 16.707 28.317

주) KMO=.927, Bartlett 구형성 검증 유의확률 .000

<표 Ⅳ-6> 단일요인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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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를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CFA)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구성된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

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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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가정-일 갈등은 단일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잠재변인으로, 분석 시 관찰변인의 비표준화계수와 
오차분산 (1-신뢰도)*관찰변인의 분산]을 직접 지정하여 분석을 시행함.

주2) *p<.05, **p<.01, ***p<.001

[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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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7>과 같

다. 우선, 값은 199.838(df=95)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정된 측정모형이 표본의 상관행렬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

함을 의미하다. 그러나 값은 표본 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한 값을 가질 가능

성이 높아지므로, S-RMR, TLI, CFI, RMSEA와 같은 지수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S-RMR값은 .037, TLI값은 .958, CFI 

값은 .967, RMSEA 값은 .062로 나타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따라서 

측정모델는 허용할만한 수준이며, 각 잠재변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값 진단기준

절대적합지수


199.838
(df=95, p < .001)  검증 유의확률

S-RMR 0.037 ≤.08

증분적합지수
TLI(Tucker & Lewis Index) 0.958 ≥.90

CFI(Comparative Fit Index) 0.967 ≥.90

근사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oroximation)
0.062

≤.05: 매우 좋음
≤.08: 좋은 편임
≤.10: 적합

<표 Ⅳ-7>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판단 지수

나. 타당도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분석하

였다(<표 Ⅵ-8> 참조). 수렴타당도는 하나의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측정치 

간에 높은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김수영, 2016)으로, 이 연구에서는 요인부

하 추정치,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요인부하 추정치를 통한 타

당도 분석에 있어 Bagozzi와 Yi(1991)는 표준화된 요인부하 추정치가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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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95 이하일 때, Kline(2016)은 .7 이상일 때 수렴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 관찰변인의 표준화 계수가 .7 이상(.765~.966)으

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위의 기준에 부합하였다. 평균분산

추출(AVE)은 잠재변인에 대해 관찰변인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로, 

AVE값이 .4 이상일 때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배병렬, 2016). 합성신뢰도

는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라고도 하며, 지표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

는 값으로서 일반적으로 .7 이상의 신뢰도를 가질 때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한

다. 이 연구에서 잠재변인의 AVE값은 .645에서 .933으로 나타났으며, t값

(Est/S.E.)은 .876에서 .93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가 확

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잠재변인 관찰변인 비표준화계수 S.E. Est/S.E. 표준화계수 AVE CR

직무열의

활력 1.000 - - .832***

.748 .899전념 1.037 .057 18.085 .881***

몰두 1.010 .057 17.831 .882***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솔선수범 1.000 - - .866***

.723 .929

코칭 .930 .049 19.029 .849***

참여적의사결정 .956 .047 20.503 .890***

관심표출 .754 .048 15.869 .765***

정보공유 .976 .050 19.606 .875***

셀프리더십

행동인식 및 의지 1.000 - - .857***

.702 .876과업 동기 1.130 .070 16.033 .829***

건설적사고 1.165 .072 16.198 .827***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미성 1.000 - - .815***

.645 .879
유능감 1.015 .069 14.781 .798***

자기결정성 1.100 .075 14.624 .797***

영향력 1.118 .077 14.597 .802***

가정-일 
갈등

가정-일 갈등 1.000 - - .966*** .933 .933

<표 Ⅳ-8>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 89 -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에 대한 측정치 간에는 낮은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김수영, 2016), 엄격한 기준으로 AVE값이 각 잠재변인의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큰 값을 갖는지(AVE > ) 확인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다(배병렬, 

2016).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 Ⅵ-9>와 같이 잠재변인의 상관제곱행렬에서 

각 행과 열의 값(상관제곱)이 대각선에 위치한 각 잠재변인의 AVE값보다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하여 판별타당도가 확

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인 1 2 3 4 5

직무열의 .748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323*** .723

셀프리더십 .469*** .228*** .702

심리적 임파워먼트 .500*** .305*** .468*** .645

가정-일 갈등 .005 .010 .003 .006 .933

주1) *p<.05, **p<.01, ***p<.001

주2) 대각선 값은 AVE값임.

<표 Ⅳ-9> 잠재변인의 상관제곱행렬과 AVE

3. 구조모형 분석 결과

가.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및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므로 가설을 바탕으로 하

여 구성된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Ⅵ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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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

에 관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변인 간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분석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에서 값은 217.436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정된 구조모형이 표본의 상관

행렬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외 적합지수인 S-RMR

값이 0.035, TLI값이 0.959, CFI값이 0.968, RMSEA값이 0.055로 모두 모델 적

합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이에 따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통계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설 1을 채택하였다. 또한, 모든 

경로의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구조모형에서는 별도의 모형 수

정을 거치지 않았다. 

구분 값 진단기준

절대적합지수


217.436
(df=117, p < .001)  검증 유의확률

S-RMR .035 ≤.08

증분적합지수
TLI .959 ≥.90

CFI .968 ≥.90

기타 지수 RMSEA .055
≤.05: 매우 좋음
≤.08: 좋은 편임
≤.10: 적합

<표 Ⅳ-10> 구조모형의 적합도 판단 지수

나. 직접효과 분석 결과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설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그 지수가 

적합함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설 2를 확인하고자 직접효과를 분석하

였다. 직접효과는 구조모형의 각 경로계수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며 결과는 

다음의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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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계수(B) S.E. t값 표준화계수(β)

가설 2-1. 임파워링 리더십 →
직무열의

.166 .061 2.715 .214*

가설 2-2. 임파워링 리더십 →
셀프리더십

.303 .050 6.020 .456***

가설 2-3. 임파워링 리더십 →
심리적 임파워먼트

.192 .041 4.708 .294***

가설 2-4. 셀프리더십 →
직무열의

.412 .110 3.753 .353***

가설 2-5. 셀프리더십 →
심리적 임파워먼트

.529 .085 6.247 .536***

가설 2-6. 심리적 임파워먼트 →
직무열의

.412 .105 3.940 .349***

주1) *p<.05, **p<.01, ***p<.001 

<표 Ⅳ-11> 직접효과 분석 결과

가설 2-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β=.214, 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가설 2-1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대기업 사

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하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설 2-2.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β=.456, p< 

.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대

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무열의에 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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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3.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β

=.294,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가설 2-3을 지지하는 결과

로,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하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리

적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설 2-4. 셀프리더십은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셀프리더십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β=.353, p<.001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가설 2-4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셀프리더십이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설 2-5. 셀프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셀프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β=.536,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가설 2-5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대기업 사

무직 기혼 근로자의 셀프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것을 나타낸다.

가설 2-6.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β=.349, p<.001로 나

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가설 2-6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대기업 사무

직 기혼 근로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을 나타낸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그림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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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17.436(df=117, p < .001)                         

주2) *p<.05, **p<.01, ***p<.001

주3)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Ⅳ-2] 구조모형 분석 결과

다. 간접효과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을 확인하고자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간접효

과 분석에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Ⅳ-12>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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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델타 95% CI2)

S.E. z값 [하한 ~ 상한]
가설 3-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

셀프리더십 →
직무열의

.125 .161** .040 3.156 [.065 ~ .257]

가설 3-2.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
심리적 임파워먼트 →
직무열의

.079 .102** .025 3.109 [.038 ~ .166]

가설 3-3.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
셀프리더십 →
심리적 임파워먼트 →
직무열의

.066 .085** .023 2.901 [.029 ~ .141]

주1) *p<.05, **p<.01, ***p<.001 

주2)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95% 신뢰구간(표준화 기준)으로,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Ⅳ-12>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설 3-1. 셀프리더십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간접효과는 

β= .102, p<.01, 95% CI [.065, .25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가

설 3-1을 지지하는 결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3-2.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간접

효과는 β= .079, p<.01, 95% CI [.038, .166]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가설 3-2를 지지하는 결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

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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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3.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

열의의 관계를 이중매개할 것이다.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이중매개에 대한 간접효과는 β=.085, p<.01, 95% CI [.029, .14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가설 3-3을 지지하는 결과로, 상사의 임파

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 결과

가. 모형 적합도 분석

가정-일 갈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조절변인인 가정-일 갈등

은 투입하되 상호작용항은 투입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표 

Ⅳ-13> 참조). 값은 248.958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정된 모형이 표본의 상관행렬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함을 

의미하다. 그러나 S-RMR값은 .039, TLI값은 .952, CFI 값은 .963, RMSEA 값은 

.057으로 나타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따라서 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적합도는 허용할만한 수준이며,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

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값 진단기준

절대적합지수


248.958
(df=130, p < .001)  검증 유의확률

S-RMR 0.039 ≤.08

증분적합지수
TLI(Tucker & Lewis Index) 0.952 ≥.90

CFI(Comparative Fit Index) 0.963 ≥.90

근사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oroximation)
0.057

≤.05: 매우 좋음
≤.08: 좋은 편임
≤.10: 적합

<표 Ⅳ-13> 조절된 매개모형 적합도 판단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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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조절변인인 가정-일 갈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

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일 갈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그림 Ⅳ

-3]과 같다. 

주1) =248.958***(df=130, p<.001)                       

주2) *p<.05, **p<.01, ***p<.001

[그림 Ⅳ-3]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 결과

가설 4. 가정-일 갈등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열의의 매개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갈등이 높을

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정적인 매개효과는 완화될 것이다.

조절된 매개모형에서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4>와 같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이 아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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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에

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거쳐 직무열의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지

수는 ω=-.027, 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상사의 임파워

링 리더십에서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거쳐 직무열의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가정-일 갈등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ω=-.023, p<.05로 나타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가정-일 갈등에 의해 조절된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B)

S.E. t값

직접 
효과

임파워링 리더십 → 직무열의 .173*** .044 3.897
임파워링 리더십 → 셀프리더십 .303*** .041 7.340
임파워링 리더십 → 심리적 임파워먼트 .191*** .039 4.876
셀프리더십 → 직무열의 .424*** .085 4.976
셀프리더십 → 심리적 임파워먼트 .529*** .067 7.897
심리적 임파워먼트 → 직무열의 .391*** .090 4.343

조절변인 가정-일 갈등 → 직무열의 -.010 .038 -.275

상호작용
항

심리적 임파워먼트×가정-일 갈등 →
직무열의

-.143* .060 -2.395

조건부 
간접효과2)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 심리적 임파워먼트 →
직무열의

.075** .023 3.263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 셀프리더십 → 심리적 
임파워먼트 → 직무열의

.063*** .018 3.524

주1) *p<.05, **p<.01, ***p<.001 

주2) 조건부 간접효과는 가정-일 갈등이 평균값일 때의 간접효과를 제시함.

<표 Ⅳ-14>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 결과

다음으로 가정-일 갈등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가정-일 갈등의 표준편차 단위를 기준으로 Simple slope analysis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조절변인의 특정값에 따라 간접효과의 크기가 달라

지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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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B)

S.E. t값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
심리적 임파워먼트 →
직무열의

조절된 
매개지수

-.027* .013 -2.174

-2 표준편차 .126*** .037 3.405

-1 표준편차 .101*** .028 3.532

평균 .075** .023 3.263

+1 표준편차 .049* .023 2.147

+2 표준편차 .023 .028 .822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
셀프리더십 →
심리적 임파워먼트 →
직무열의

조절된 
매개지수

-.023* .010 -2.224

-2 표준편차 .106*** .029 3.664

-1 표준편차 .084*** .022 3.841

평균 .063*** .018 3.524

+1 표준편차 .041* .018 2.228

+2 표준편차 .019 .024 .829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
직무열의의 총효과

-2 표준편차 .534*** .067 7.971

-1 표준편차 .487*** .054 8.952

평균 .439*** .047 9.269

+1 표준편차 .392*** .049 8.065

+2 표준편차 .345*** .057 5.997

주) *p<.05, **p<.01, ***p<.001

<표 Ⅳ-15> 조절된 매개모형 간접효과 분석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거쳐 직무열의로 이어지

는 간접효과에서 가정-일 갈등이 표준편차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상사의 임

파워링 리더십→심리적 임파워먼트→직무열의로 이어지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가정-일 갈

등의 수준이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일 

갈등 수준이 +2 표준편차일 때에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거쳐 직무열의에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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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가정-일 갈등의 수준이 낮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다.

또한, 조건부 효과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에서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

파워먼트를 거쳐 직무열의로 이어지는 경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정-일 갈

등이 증가할수록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셀프리더십→심리적 임파워먼트→

직무열의로 이어지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

가지로,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조절변인의 수준이 증가하면서 점점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일 갈등 수준이 +2 표준편차일 때에

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다. 이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이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거쳐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 위해서는 가정-일 갈등의 수준이 낮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총 

간접효과, 즉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심리적 임파워먼트→직무열의 및 상

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셀프리더십→심리적 임파워먼트→직무열의에서 간접

효과의 총합을 가정-일 갈등 수준에 따라 제시한 그래프는 다음의 [그림 Ⅳ

-4]와 같다.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임파워링 리더십의 수준, Y축은 상사의 임

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총 간접효과를 

나타낸다. 가정-일 갈등 수준이 –1표준편차일 때(LOW)보다 +1표준편차일 때

(HIGH) 기울기가 더욱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일 갈등 수준이 증가하면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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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가정-일 갈등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주) LOW는 –1표준편차, MID는 평균, HIGH는 +1표준편차를 의미함.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에서 직무열의로 이어지는 직접 및 간접효과를 합

한 총효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정-일 갈등이 –2×표준편차일 때 .534, 2×

표준편차일 때 .345로 가정-일 갈등이 증가할수록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에

서 직무열의에 미치는 총효과 또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Ⅳ-5]는 Johnson-Neyman technique을 활용하여 가정-일 갈등과 직무

열의 총효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X축은 가정-일 갈등의 수준, Y축

은 직무열의에 대한 총효과를 나타내며, 직선의 양측에 있는 곡선은 ±.05의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그래프 상에서 X값이 점선을 기준으로 우측의 영역은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정-일 갈등에 의해 조절효과가 유의

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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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J-N technique을 활용한 가정-일 갈등과 총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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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

십, 셀프리더십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구명하고,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가 가정-일 갈등에 따

라 조절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채택여부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16>과 같다.

구분 채택 여부

가설 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에 관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변인 간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채택

가설 2-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4. 셀프리더십은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5. 셀프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6.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1. 셀프리더십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3-2.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3-3.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이중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4. 가정-일 갈등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열의의 매개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정적인 매개효과는 완화될 것이다.

채택

<표 Ⅳ-16> 가설 채택여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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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모형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직무열의 관련 변인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선정하고, 변인 간의 구

조모형을 설정하여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직무열의와 상

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구조적 관계에서 가

정-일 갈등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조절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심리

적 임파워먼트와 가정-일 갈등의 상호작용이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심리

적 임파워먼트→직무열의의 간접효과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 및 상사의 임파

워링 리더십→셀프리더십→심리적 임파워먼트→직무열의의 간접효과에 미치

는 조건부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설 1과 관련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절대 적합지수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적합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RMSEA, SRMR, CFI, TLI 지수가 모두 적합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

반적으로 모형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1)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직무열의와 상

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직접효과에 대한 논의

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직접효과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직무열의

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214,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

서 설정한 가설(2-1)을 채택하였다. 이는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에게 상

사가 자율성과 권한 부여 등의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활력을 가지

고 직무에 전념하며 몰두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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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의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였다(이철희 외, 2012; 정선화, 탁진국, 

2013; Deci & ryan, 1987; May et al., 2004) 이는 직속상사가 구성원에게 관

심을 표명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격려하며, 스킬을 개발하고 작

업관련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원적 행동을 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기결정감과 직

무에 대한 관심을 강화한다(May et al., 2004)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뒷받침한

다. 또한,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무열의를 높이는 직무자원으로서 업무목표를 

달성하는데 기능적 역할을 하며 개인의 성장, 학습, 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직접효과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셀프리더

십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456,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

에서 설정한 가설(2-2)을 채택하였다. 이는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에게 

상사가 자율성과 권한 부여를 통해 동기부여를 촉진할수록, 구성원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위해 스스로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정

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킨다는 선

행연구의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였다(Manz & Sims, 2001; Pearce & Sims, 

2002; Tekleab et al., 2008). 즉, 임파워링 리더십을 지닌 상사는 구성원의 환

경과 관련된 행동 및 인지적 전략을 관리하는 셀프리더십 전략을 활용하도록 

촉진시킴으로써 그들의 수행 수준을 높일 수 있다(Houghton & Yoho, 2005). 

또한, 구성원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대리학습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셀프리

더십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견해(Manz & Sims, 2001; Pearce & Sims, 2002)를 

뒷받침한다. 이는 구성원이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상사

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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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직접효과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심리적 임

파워먼트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294,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2-3)을 채택하였다. 이는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에

게 상사가 자율성과 권한 부여를 통해 동기부여를 촉진할수록, 구성원이 일

에 대한 의미와 유능감, 일에서의 자율성 및 영향력을 인식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유종환, 이호선, 2019; 이호선 

외, 2013 Bester et al., 2015; Zhang & Bartol, 2010).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

하는 상사는 구성원의 능력을 믿고, 직무수행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하며, 의

사결정 참여를 높임으로써,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시사

한다. 이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권한 공유를 통해 일에 대한 구성원의 동기부

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셀프리더십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직접효과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셀프리더십은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

향(β=.353,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2-4)을 

채택하였다. 이는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위해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활력을 가지

고 직무에 전념하며 몰두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셀프리더십이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박정민, 고선희, 2016; 백수민, 양해술, 2017; 

Gomes et al., 2015; Park et al., 2016). 이는 JD-R 모형을 바탕으로, 셀프리더

십이 그 자체로 개인자원의 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직무수행에서 활력을 느

끼고 전념하며 몰두하도록 촉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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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셀프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직접효과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셀프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536,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

설(2-5)을 채택하였다. 이는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위해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일

에 대한 의미와 유능감, 일에서의 자율성 및 영향력을 인식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셀프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형일 외, 2012; 김용순, 백현, 2010; 이상동, 

박봉규, 2010; 홍순복, 2010; Lee & Koh, 2001; Thomas & Belthouse, 1990). 

또한, 셀프리더십이 임파워먼트의 본질이라고 본 Manz(1992)의 견해를 지지하

며, 셀프리더십을 발휘하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량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Manz & Sims, 2001)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

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게 되면, 일의 의미, 유능감, 

자율성 및 영향력을 인식하여 내적 동기부여가 강화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6)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직접효과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349,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

설(2-6)을 채택하였다. 이는 일에 대한 의미와 유능감, 일에서의 자율성 및 영

향력을 인식하는 정도가 클수록, 활력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며 몰두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구성원들의 직무에 대한 내재적 동

기를 자극하여 행동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인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견해

와 일치한다(Conger & Kanungo, 1988; Spreitzer, 1995; Thomas & Velthouse, 

1990). 이는 구성원들이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과 자기효능감을 인식

하게 되면 구성원들의 주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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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tell & Parker, 2003; Singh & Kaur, 2019)을 뒷받침한다. 즉, 심리적

으로 임파워먼트된 구성원은 자신의 업무가 매우 유익하고 의미있다고 인식

하고,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활기차

고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1)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셀프리더

십을 매개로 하여 직무열의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β=.161,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3-1)을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사무

직 기혼 근로자에게 상사가 자율성과 권한 부여를 통해 동기부여를 촉진할수

록, 구성원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위해 스스로에게 

영향을 행사하게 되며, 그 결과 더욱 활력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며 몰두하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임파워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리더의 행위

(action)가 셀프리더십과 같은 구성원의 반응(reaction)을 촉진함으로써 직무만

족과 업무에 대한 노력을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견해와 일치한다

(Amundsen & Martinsen, 2015). 즉, 상사가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

원의 셀프리더십을 이끌어내기 위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이는 

구성원의 직무열의를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심리적 임

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직무열의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β=.102,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3-2)을 채택하였다. 즉, 대기

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에게 상사가 자율성과 권한 부여를 통해 동기부여를 

촉진할수록, 일에 대한 의미와 유능감, 일에서의 자율성 및 영향력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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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그 결과 더욱 활력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며 몰두하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

임으로써 직무에 대한 열의를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진

영심, 2018; Quiñones et al., 2013; Unsworth & Mason, 2012). JD-R 모형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라는 직무자원이 개인의 임파

워먼트라는 개인 자원을 증진시키며, 직무자원과 개인자원이 증가함으로써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Bakker et al., 2012). 또한, 

임파워먼트 과정이 조직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관리 전략과 상사의 자기효능

감 정보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제시한 Conger와 Kanungo(1988)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직구성원은 임파워링 경험을 통해 노력

-성과 기대 및 개인적 효능감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이중매개효과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셀프리더

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직무열의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β=.085,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3-3)

을 채택하였다. 이는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에게 상사가 자율성과 권한 

부여를 통해 동기부여를 촉진할수록, 구성원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위해 스스로에게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일에 대한 의

미와 유능감, 일에서의 자율성 및 영향력을 인식을 높이며, 그 결과 더욱 활

력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며 몰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임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만족, 업무노력, 창의성의 

관계를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순차적으로 매개한다고 본 

Amundsen과 Martinsen(2015)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이들은 구조방정식 모

형을 활용하여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셀프리더십을 통해 간

접적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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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셀프리더십은 임파워먼트를 촉진하는 주요 기제로서 제시된 바 있다

(Houghton & Yoho, 2005; Manz, 1992; Prussia et al., 1998). 연구결과는 이러

한 견해를 지지하며,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해 자기 관찰 및 목표설정, 건설적 

사고 등의 셀프리더십 전략이 활성화되면 자기결정성과 유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직무에 전념하고 몰두하는 상태를 유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는 

가정-일 갈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4)을 

채택하였다. 즉,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일정할 때, 가정-일 갈등이 높은 

경우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긍정적 매개효과가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심리적 임파워먼트-직무열의 경로, 그리

고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셀프리더십-심리적 임파워먼트-직무열의 경로에

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긍정적 매개효과는 가정-일 갈등이 증가할수록 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일 갈등이 +2 표준편차 수준일 때,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일 갈

등이 높은 집단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해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증가한

다고 하더라도 직무열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가정-일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전체적인 자원이 소모되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지고, 따라서 직무에 열의를 쏟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과 가정

의 갈등에 대한 자원소모모형의 주장을 지지하는 관점이다. 자원소모모형에

서는 한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자원이 사용된 만큼 소모되어, 다른 

영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소모된 자원을 제외한 만큼의 자원만 활용가능

하다고 가정한다(강혜련, 윤미자, 2004). 즉, 가정-일 갈등으로 육체적·정신

적 에너지가 저하되어 자원이 소모된 경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아 자발



- 110 -

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직무

열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원보존이론의 획득 역설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직무열

의가 자원의 획득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직무열의

는 일에 대해 육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을 말하며, 

열의를 가진 구성원은 직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Kahn, 1990). 

이는 자원의 획득보다는 투자 혹은 소모와 더욱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원 

획득의 중요성과 관련된 획득 역설 원칙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직무요구가 직무 상황 혹은 직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에

만 직무자원과 직무열의의 긍정적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

다. JD-R 모형에서는 ‘어떠한’ 직무자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을 ‘어떠한’ 직무요구가 강화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Schaufeli & 

Taris, 2014). 선행연구에서도 직무요구를 업무과부하, 과제 도전성과 같이 직

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Hakanen et al., 2005, 

Bakker et al., 2010). 

넷째, 가정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영역 특수성 관점에서 일과 가정의 관계가 상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선행연구의 견해와 일치한다(김학수, 박상언, 

2018; Ford et al., 2007; Kalliath et al., 2007). 특히 Kalliath 외(2017)와 김학

수, 박상언(2018)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가정에서 

비롯된 갈등이 일에서 비롯된 갈등보다 직무관련 경험에 더욱 큰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가족주의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 영역이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일과 가정 영역에서 비롯된 갈등

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전이될 수 있다(김학수, 박상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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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에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

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가정-일 갈등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

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

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에 관해 이 연구에서 설정

한 구조모형은 변인 간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 사무

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

워먼트 및 직무열의는 변인 간 정적 영향 관계를 가질 것이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

서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가정-일 갈등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열의의 매개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연구대상을 우리나라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 기혼 근로자로 설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5월 지정한 우

리나라 대기업집단 리스트를 활용하였으며, 유의표집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

였다. 조사도구는 직무열의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가정-일 갈등 및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연구 맥락에 맞게 선

정하여 활용하였다. 

자료 배포 및 수집은 2020년 4월 초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총 333명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 연구대상에 부합하지 않

거나 불성실응답인 경우를 제외한 286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 및 Mplus 7을 활용하였고 모든 결과는 통계

적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 112 -

연구의 가설에 따라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

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열의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값을 제외하고 모든 지수가 양호하게 도출되어 모형에서 각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직

무열의에 직접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214), 셀프

리더십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456),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29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셀프리더십은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353),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53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349)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

무열의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β=.161)

가 있었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β=.102)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임파

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이중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β=.085) 나타났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가정-일 갈등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

십,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열의의 매개적 관계를 유의하게 조

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정-일 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정적인 매개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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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에 대하여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직무자원 및 개인자원이 동기부여를 증

진시킴으로써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변인을 선정하

고, 일에 대한 활력, 전념, 몰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인과적 

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설정한 구조모형이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한 예측 타당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

로자에게 있어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열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기여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직무열의

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

트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임파워링 리더십은 그 자체로

써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열의를 높이기도 하지만, 구성원의 셀프리더십

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킴으로써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상사가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조직구성원이 자신

의 업무수행과정을 바람직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

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

에 대한 파워를 증진시킴으로써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일

에 대해 열의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직무자원 및 개인자원과 직무열의의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직

무열의에 관한 선행연구는 JD-R 모형을 바탕으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직무자

원 혹은 개인자원이 무엇인지, 혹은 직무열의의 긍정적 결과는 무엇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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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직무자원과 요구가 직무열의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

는 JD-R 모형과 함께 자기결정성이론 및 자원보존이론을 고찰하고, 직무열의

를 증진시키는 동기부여과정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기혼 근로자의 가정-일 갈등이 높을수록,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직무열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일 갈등이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 발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자원소모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로, 가정-일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자원소

모로 인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지게 되어 직무에 열의를 쏟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기혼 근로자의 직

무열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이 가정과 일의 영역에서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자가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조직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직무열의는 구

성원의 역할 내 수행 및 역할 외 수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조직의 성과 및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impson, 2009).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조직에서 구성원의 직무열의를 높이고자 한다면,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

량발휘를 증진시키고 주도적 참여와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임파워링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둘째, 구성원의 셀프리더십을 촉진시키고 심리적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해서도 촉진될 수 있지만, 이러한 외적 요인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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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셀프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

기 위해, 구성원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도록 촉진하고, 업무수

행 시 유능감을 높이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수행 

시 필요한 권한은 무엇이며 그 권한은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구성원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혼 근로자가 경험하는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을 완화시켜 직

무열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이 공

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단지 가족친화제도의 도

입을 높이는 것보다는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이 용이한 조직분위기를 확산시키

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이유우, 2016). 가족친화적인 조직분위기를 형성

하기 위해서는 특히 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관리자가 일과 가정의 갈등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혼 근로자에게 지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에 관한 관리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단연구를 통해 직무열의와 관련 변인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분명

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횡단연구로 수행되었기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상사의 리더십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을 달리한 종단연

구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직무열의가 역할 내 혹은 역할 외 수행과 같이 구체적인 수행장면과 

관련된 변인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를 일으키는 동기부여 메커니즘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직

무열의가 조직역동 혹은 조직생산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

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동기부여를 통한 직무열의 증진이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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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함으로써, 직무열의의 실제적 효과성에 대해 규

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변인 간 응답원을 달리함으로써 동일응답편의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

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를 동일인의 자기보고식 설문응답으로 측

정하였기 때문에, 측정에서 체계적 오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방법편의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즉,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편향이나 변

수간 값을 일관성있게 왜곡하려는 의도적인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사 혹은 주변 동료에 의한 평가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직무

열의와 수행 간의 관계에서 상사 혹은 동료에 의해 수행을 평가함으로써 동

일방법편의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셀프리더십 도구인 ASLQ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국내·외에서 타당화가 미진하게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ASLQ가 표준적

인 진단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다양한 직종 및 업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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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예비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와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응답해주신 결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써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7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5~10분입니다. 

 설문지에 있는 모든 문항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는 수준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는 

회사의 사적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박 선 영

지도교수 정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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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직무열의

아래는 귀하의 직무열의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직장에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할 때 활력이 넘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종종 일하러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열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는 일은 나를 고무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열심히 일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에 푹 빠져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일할 때 매우 몰입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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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아래는 귀하가 인식하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상사’는 귀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속 상사를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속 상사는 스스로 높은 업무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귀감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행동 방식에 있어 
모범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속 상사는 솔선수범으로 팀을 이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나 견해를 
제시하도록 독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직속 상사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성원들의 견해를 고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분야의 
교육훈련이 더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도움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이 노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회사 정책의 
목적을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기대치를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의 복지(well-being)에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의 관심사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의 성공에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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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셀프리더십

아래는 귀하의 셀프리더십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세운 구체적 
목표를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먼저 상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일을 하기 전에 성공적인 수행 결과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려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종종 
나 자신에게 보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려 할 때, 종종 
나 자신과 (소리 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대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나의 신념과 
추측에 대해 떠올려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직면한 문제의 상황에 대한 나의 신념이 
틀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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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리적 임파워먼트

아래는 귀하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업무 활동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하는 업무는 의미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현재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업무수행을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숙련된 기술(skill)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업무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업무수행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과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서 또는 팀에서 나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부서 또는 팀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부서 또는 팀에서 발생하는 일의 진행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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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정-일 갈등

아래는 귀하가 인식하는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집안일 때문에, 종종 지친 상태로 직장에 
도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데 보내야 할 시간을 
집안일을 하는 데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가족과 집안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가족과 집안일은 직장 일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인해, 나는 직장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가정생활은 직장생활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나는 직장 
일을 완수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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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일반적 사항

아래는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문항에서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석사졸   ⑤ 박사졸

4. 귀하의 자녀 수는?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4-1.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의 막내 자녀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_____ 세

4-2.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의 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아주십니까?

① 배우자

② 부모님(시부모, 빙부모 포함)

③ 일가친척

④ 육아 및 가사도우미

⑤보육시설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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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는? ① 취업     ② 비취업

6.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업종은?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금융·보험업

④ 유통·운수·숙박·요식업

⑤출판·방송·IT업

⑥ 기타( )

7. 귀하의 고용계약 형태는?

① 정규직  ② 무기계약직  ③ 비정규직  ④ 기타( )

<참고>

*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포함),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무자(비전형 근로자)를 의미함.

8.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급   ② 대리급     ③ 과장급     ④ 차장급     ⑤ 부장급 이상

※귀사가 위 직급 체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외적 상황에 적용되는 직급을 선택해주

시면 됩니다.

9.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① 기획·총무·인사

② 영업·마케팅

③ 연구개발

④ 자재, 생산 및 품질관리

⑤ 서비스·고객 관리

⑥ 기타( )

10. 귀하의 현 직장 재직기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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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최근 한 달 내에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였습니

까? 만약 시행한 경우, 어떠한 제도를 경험하였습니까?

① 재택근무제

② 선택근무제

③ 시차출퇴근제

④ 원격근무제

⑤ 해당 없음

<참고>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시차출퇴근제: 평균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원격근무용 사무실과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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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본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대기업 사무직 기혼 근로자의 직무열의와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응답해주신 결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써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7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5~10분입니다. 

 설문지에 있는 모든 문항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는 수준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는 
회사의 사적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박 선 영
지도교수 정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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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직무열의

아래는 귀하의 직무열의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직장에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할 때 활력이 넘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종종 일하러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열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는 일은 나를 고무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열심히 일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에 푹 빠져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일할 때 매우 몰입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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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

아래는 귀하가 인식하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상사’는 귀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속 상사를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속 상사는 스스로 높은 업무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귀감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행동 방식에 있어 
모범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속 상사는 솔선수범으로 팀을 이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나 견해를 
제시하도록 독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직속 상사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성원들의 견해를 고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분야의 
교육훈련이 더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도움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이 노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회사 정책의 
목적을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기대치를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의 복지(well-being)에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의 관심사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직속 상사는 구성원들의 성공에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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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셀프리더십

아래는 귀하의 셀프리더십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세운 구체적 
목표를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먼저 상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일을 하기 전에 성공적인 수행 결과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려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종종 
나 자신에게 보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려 할 때, 종종 
나 자신과 (소리 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대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나의 신념과 
추측에 대해 떠올려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직면한 문제의 상황에 대한 나의 신념이 
틀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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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리적 임파워먼트

아래는 귀하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업무 활동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하는 업무는 의미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현재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업무수행을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숙련된 기술(skill)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업무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업무수행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과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서 또는 팀에서 나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부서 또는 팀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부서 또는 팀에서 발생하는 일의 진행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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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정-일 갈등

아래는 귀하가 인식하는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집안일 때문에, 종종 지친 상태로 직장에 
도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데 보내야 할 시간을 
집안일을 하는 데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가족과 집안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가족과 집안일은 직장 일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인해, 나는 직장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가정생활은 직장생활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나는 직장 
일을 완수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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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일반적 사항

아래는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문항에서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석사졸   ⑤ 박사졸

4. 귀하의 자녀 수는?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4-1.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의 막내 자녀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_____ 세

4-2.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의 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아주십니까?

① 배우자

② 부모님(시부모, 빙부모 포함)

③ 일가친척

④ 육아 및 가사도우미

⑤보육시설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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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는? ① 취업     ② 비취업

6.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업종은?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금융·보험업

④ 유통·운수·숙박·요식업

⑤출판·방송·IT업

⑥ 기타( )

7. 귀하의 고용계약 형태는?

① 정규직  ② 무기계약직  ③ 비정규직  ④ 기타( )

<참고>

*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포함),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무자(비전형 근로자)를 의미함.

8.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급   ② 대리급     ③ 과장급     ④ 차장급     ⑤ 부장급 이상

※귀사가 위 직급 체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외적 상황에 적용되는 직급을 선택해주

시면 됩니다.

9.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① 기획·총무·인사

② 영업·마케팅

③ 연구개발

④ 자재, 생산 및 품질관리

⑤ 서비스·고객 관리

⑥ 기타( )

10. 귀하의 현 직장 재직기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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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최근 한 달 내에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였습니

까? 만약 시행한 경우, 어떠한 제도를 경험하였습니까?

① 재택근무제

② 선택근무제

③ 시차출퇴근제

④ 원격근무제

⑤ 해당 없음

<참고>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시차출퇴근제: 평균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원격근무용 사무실과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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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Supervisor’s Empowering 
Leadership, Self Leadership, Psychological Empowerment, 

Family-to-Work Conflict and Work Engagement
of the Married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By Sun Young Park

Thesis for the Master of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0

Major Advisor: Chyul Young Jyung,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s empowering leadership, self leadership, psychological 

empowerment, family-to-work conflict and work engagement of the married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structural model was set and analyzed and the relations among 

variables within the model were identified.

The population of the study was all married workers in large corporation 

in Korea. Adequate sampling size was selected by consideration of 

acceptable sample size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The survey instrument 

used in this research for data collection was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work engagement scale, empowering leadership scale, self leadership scale, 

psychological empowerment scale, family-to-work conflict scale and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se scales were verified valid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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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by with procedure of expert reviewing and pilot and main survey. 

Data had been collected from April 1, 2020 to April 22, 2020. 286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ept for the inappropriate response 

results.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OVA was done 

using IBM SPSS Statistics 23.0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using Mplus 7.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odness-of-fit of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of supervisor’s empowering 

leadership, self leadership,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work engagement 

of married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was satisfactory which 

confirmed structural relations of the variables. Second, supervisor’s 

empowering leadership, self leadership,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work 

engagement showe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between variables. Third, self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had an indirect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supervisor’s empowering leadership and work 

engagement. Fourth, family-to-work conflict moderat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between supervisor’s empowering 

leadership and work engag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supervisor’s empowering leadership, self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of married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are suitable to explain work engagement and predict 

validity of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variables. Second, supervisor’s 

empowering leadership has a direct effect on self leadership,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work engagement. Furthermore, supervisor’s 

empowering leadership has a indirect effect on work engagement through 

self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Third, when 

family-to-conflict is high,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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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ment between supervisor’s empowering leadership and work 

engagement is attenuated. 

Based on the conclusions, the practical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organizational inventions that encourage supervisors 

to exercise empowering leadership in order to increase work engagement at 

the workplace. Second, it is needed to develo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which promotes employees’self-leadership and enhances 

psychological empower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amily-friendly 

climate to increase work engagement of employees by attenuating their 

work-family conflict.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suggestions were made for 

improvements in research results and for future research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sure the causal relationship, it is essential to conduct a 

longitudinal research. Second,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engagement and outcome variables related to the specific 

performance scene, such as in-role behavior, extra-role behavior. Third, in 

order to prevent common method variance problem, it is needed to use 

other sources of responses for the key measures.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self leadership scale.

Keywords: Married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Work Engagement, Empowering Leadership, Self Leadership, 
Psychological Empowerment, Family-to-Work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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