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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을 분석기준으로 삼아, 그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상사의 변
혁적 리더십이 상사신뢰와 조직몰입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인 상사신뢰가 변혁적 리더십 (독립변수)과 조직몰입 (종속변수)과의 관계를 유의미하
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은 상사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상사신뢰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분
석결과 매개변수인 상사신뢰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부분매개 (partial
mediation)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변혁적 리더십, 상사신뢰, 조직몰입, Sobel 검증, Bootstrapping】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khg1427@chonnam.ac.kr)

논문접수일(2013.12.18), 수정일(2014.2.6), 게재확정일(2014.2.17)

92 ｢행정논총｣ 제52권 제3호

Ⅰ. 머리말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 (예,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등) 같은 작업관련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조직의 건
실한 발전이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조직구성원의 조직 내에서의 개별적 욕구 충족을 통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작금의 공공부문이 처해있
는 조직안팎의 맥락처럼 환경이 복잡하고 유동적인 상태에서는 첫째, 조직의 리더십은 조직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리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둘째, 조직의 리더십
은 조직구성원들의 동력이나 에너지를 조직의 가치나 목표방향으로 유인하는 기제를 도출
하는 일이 절실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조직내 상사
의 리더십이 어떠한 특성과 행태를 보여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공공부문의 중요
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Kim, 2012: 867-870). 리더십 스타일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
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Bass & Avolio, 1997; Kim, 2012: 870-871; Kim & Kim, 2013). 리더십이 조직구성원들의 성
장 잠재력을 제고시켜 조직구성원들을 조직이 지향하는 큰 가치 쪽 (예, 조직의 장-단기적
경쟁력이나 목표 등)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조직이나 상사에 대
한 믿음의 정도, 즉 신뢰수준을 높이는 일이 긴요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ook &
Wall, 1980; Barney & Hansen, 1994; Behn, 1995; 김호균, 2008: 177-178). 따라서 변혁적 리
더십과 신뢰수준을 어떻게 조직의 경쟁력이나 효과성 제고차원과 연계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인지가 공공부문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신뢰, 그리고 조직의 주관적
효과성 변수 중 조직몰입 변수를 중심으로 이들 구성개념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조직효과성 변수 중 조직몰입에 초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할 것이
다. 그 논거는 국내 공공부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나친 성과중심적,
결과중심적 조직문화 분위기의 팽배 (Kim & Kim, 2013)로 인해 직업의 안정성 (job security)
에 위협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1) 조직구성원과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나 목
표가 접점을 공유하는 부분이 점차 엷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사신뢰의 매개역

1) 본 연구의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다수의 인사/조직관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일자 2013. 4. 7, 2013. 8. 10,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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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강조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효과성, 구체적으로는 조
직몰입 등 태도변수와의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을 분석한 연
구는 아직은 국내외를 통틀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국
내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2) 특히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연구사
례는 대부분 서구 문화적 맥락(context)을 토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리더십과 조직행태 (조직몰입, 신뢰 등)의 연계성 연구의 일반화에 학술적, 이론적으
로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보
다 정교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방법론 개발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실무적, 정책적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조직경쟁력을 끌어 올리거나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미션이나 핵심가치 전략의 도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이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3개의 구성개념인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신뢰, 조직몰입을 검토하며, 보완적 연구 차원에서 설문조사 (sample survey)를 병행하였
다. 설문조사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자기 기입 방식(self-reported data)을 토대로
수집되었다. 이와 함께,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신뢰 등 구성개념의 측정변수 선정, 그리고 설
문조사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기위해 인사/조직관리 담당 공무원들과의 면
담도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설정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구성개념인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신뢰, 조직몰입의 개념을 검토하
기로 한다. 그런 다음 각 연구가설의 논거를 기술하고자 한다.

1. 변혁적 리더십, 상사신뢰,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성과나 조직의 효과성 (예,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
행동 등)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많은 학자들 (Bass & Avolio, 1994; Kirkman, Chen,
2) 본 연구자는 ‘Google Scholar’ 웹싸이트 (http://scholar.google.co.kr/) 를 통해 2000년부터 2004년 2월 6
일 현재까지를 기간으로 설정하여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사신뢰의 매개효
과’를 다룬 국내외 논문을 검색하였으나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색일자 2014. 1.
20-201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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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hr, Chen, & Lowe, 2009; Kim & Kim, 2013)에 의해 강조되어 온 개념이다. Bass & Avolio
(1994, 1997)의 변혁적 리더십 모형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은 4가지의 구성요소로 분류된
다. 이상화된 영향력 혹은 카리스마 (idealized influence or charisma), 지적인 자극 (intellectual
stimulation),

개별화된

배려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그리고

영감적

동기부여

(inspirational motivation) 등이 그것이다. 이상화된 영향력 (카리스마)은 조직의 구성원 (부하)
들이 리더와 일체감을 갖도록 리더가 카리스마적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일컫는다. 이상화된
영향력은 리더가 구성원(부하)들의 롤 모델이 되고, 구성원(부하)들이 집단의 목표를 받아들
이는 것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적인 자극은 리더가 기본적인 전제에 의문을 제기
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구성원(부하)들에게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요청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적 자극은 부하들이 어려운 도전이나 과제에 직면했을 때, 부하들
이 새로운 접근방법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개별화된 배려는 리더가 부
하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멘토로서 활동하며, 부하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리더는 부하들의 개별사정에 맞는 충고나 조언을 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영감적 동기부여는 부하들에게 매력을 끌기 위해 비젼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즉 부하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부하들이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비전에 대
해 몰입하고 공유되는 비전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뢰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 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Rotter (1967)
는 신뢰의 정의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구두나 문서로 작성한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 (김호균, 2007a: 72 재인용)라 표현하였고,
Gambetta (1988)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최소한 해를 끼치지 않는 어떤 행동
을 취할 확률이 충분히 높다는 기대 혹은 믿음의 정도” (김호균, 2007a: 72 재인용)라 개념
정의 하였다. 이에 대해 Mishra (1996)는 신뢰는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효과성을 크게 높
여주는 주된 요소라 강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의 다계층성을 토대로 신뢰를 조직에
대한 신뢰(조직신뢰), 상사에 대한 신뢰(상사신뢰), 동료에 대한 신뢰(동료신뢰)로 구분하였
다.3) 또한 McCauley & Kuhnert (1992)는 신뢰를 대상을 기초로 수직적 신뢰 (조직신뢰, 상
사신뢰), 수평적 신뢰 (동료 신뢰), 제도적 신뢰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범주화 하였다. 한편
Podsakoff et al. (1990)는 상사신뢰를 부하가 상사의 능력과 정직성, 진실성 그리고 온정과
관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정도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인 지방자치
단체의 현실성을 고려할 경우 신뢰의 다계층성과 수직적 신뢰의 관점에서 상사신뢰4)에 논
3) Lewicki & Bunker (1996)는 신뢰를 계산기반 신뢰, 지식기반 신뢰, 동일시 기반 신뢰 등 3가지로 고
찰하였다.
4) 본 연구에서의 상사의 개념은 조직내에서의 직속상사는 물론 모든 상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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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조직몰입의 개념은 다차원적 (Jackson, Meyer, & Wang, 2013)5) 이나 대다수의 실증적인
기존의 연구들은 조직몰입의 차원 중 정서적 측면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Avolio, Zhu, Koh,
& Bhatia, 2004; Kehoe & Wright, 2013). 이는 정서적 차원의 조직몰입 개념이 타당도와 신
뢰도 측면에서 가장 검증된 측정지표인 데다, 실증적 ･ 이론적인 측면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연계성이 높은 것 (Kim, 2012; Shuck & Herd, 2012)으로 평가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면, Mowday, Steers, & Porter (1979)는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가치나 규범에
대해 동일시하는 정도라고 개념정의 했다. 한편 Allen & Meyer (1996)는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affective), 지속적 몰입 (continuance), 규범적 몰입 (normative commitment) 등 3가지 차
원으로 범주화했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가치나 규범, 목표에 대해 가지
는 동일시 정도를 말하며, 지속적 몰입은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는 경우 손실된다고
인식되는 비용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규범적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무나 당위성과 연계성이 높은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입장
을 받아들여, 조직몰입의 3가치 차원 중 변혁적 리더십과 연계성이 높은 데다, 다탕도와 신
뢰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받아온, 정서적 몰입 (Kim & Kim, 2013)에 분석의 초점을 두기로
한다.

2. 연구가설
1)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신뢰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신뢰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연구 중 공공부문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Bennis & Nanus (1985)는 변혁적 리
더십은 상사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그들은 변혁적 리더들은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비전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의 힘을 한군데로 모으는 데다
언행의 일치로 인해 부하로부터 리더가 신뢰를 받는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의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로는 김호균(2007b)과 정기산･김성수 (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호균(2007b)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을 분석수준으로 한 연구에서 리더십은 상사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정기산･ 김성수 (2002)는 농촌진흥청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에
한다. 따라서 다른 부서의 상사, 조직의 최고관리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상사신뢰의 개념을 이
렇게 확장하는 경우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행태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과의 관계에서의 상사신뢰의
매개효과가 보다 포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당 지자체 인사관
계자와의 면담, 면담일자 2010. 4.15; 20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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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혁적 리더십은 상사 신뢰수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첫째,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조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커다란 청사진을 제시하고, 둘째,
부하가 리더와 동일체 의식 혹은 강한 연대감을 갖도록 유인을 제공하며, 셋째, 부하 각자
가 조직 내에서 목표와 꿈을 달성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넷째, 조직이 어려운 문제
에 봉착했을 때, 기존의 방식이 아닌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구성원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독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 및 논거를 토대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H1: 변혁적 리더십은 상사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상사신뢰와 조직몰입
상사신뢰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상사신뢰와 조직몰입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상사신뢰는 대체로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면, Roberts & O'Reilly (1974)는 상사신뢰와
조직몰입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연구 중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상사신뢰와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연구한 실증적 사례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
하다. 예컨대, 김호정 (1999)은 공무원과 일반사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에서
공무원과 사기업 종사자 모두 상사신뢰와 조직몰입사이에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한
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박철민 ･ 김대원 (2003)은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고찰한 실증적 연구에서 상사신뢰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송운석 ･ 김진해 (2009)는 하나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
석한 결과 상사신뢰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호균 (2008)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을 분석수준으로 상사신뢰와 조직신뢰, 조직몰입, 조
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신뢰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밝혔으나 상사신뢰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의 공공부문을 분석대상으로 상사신뢰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국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들은 상사신뢰와 조직몰입과는 유의미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서는 일치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이 상사의 능력에 대해 믿음의 정도가 높고,
상사의 진실성과 진정성에 대해 믿음의 정도가 높고, 상사의 정직성에 대해 믿음의 정도가
높으며, 상사의 온정과 관심에 대해 믿음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구성원들은 조직의 가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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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목표에 대한 내재화, 일체감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애착정도를 높여 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H2: 상사신뢰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외 실증적 사례는 많다 (Kim & Kim,
2013)고 할 수 있다.
다만, 두 구성개념간 관계에 대해서는 서구 문화적 맥락에서, 특히 미국에서의 연구사례
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Avolio, Bass, Walumbwa, & Zhu, 2004). 다양한 조직맥락에서 두
구성개념간 실증적인 연구결과와 메타분석 결과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Bass & Riggio, 2006; Bono & Judge, 2003; Walumbwa &
Lawler, 2003). 외국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Bass & Riggio (2006)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volio, Zhu, Koh, & Bhatia (2004)에 의
하면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의 조직몰입정도를 높여준다고 강조했다. 그 논거로 변혁적 리더
는 목표달성과 연계된 부하들의 내적가치를 높여주고, 부하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
조하며, 공유되는 비전과 미션에 부하들이 몰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한편, 국내의 연구 중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호균 (2009)과 Kim & Kim (2013)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리더십 변인이 조직성과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친다고 밝혔다. Kim (2012)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고찰한 변혁적 리더십,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분석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발견했다. 아직까지 국내의 공공부문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분석결과들의 공통점은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점일 것이다.
그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 것이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이 닮고 싶어 하는 롤-모
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낼 것이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구성원들의 개별적
욕구를 간파하여, 그들이 조직 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며 격려할
것이다. 네째, 조직이 직면한 난제가 발생했을 때, 변혁적 리더십은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법
(예, 표준운영 절차 등)이 아닌 전혀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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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을 동기 부여할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논리를 토대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3: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위에서 가설 H1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신뢰), 가설 H2 (상시신뢰와 조직몰입),
그리고 가설 H3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에 대한 설정 논거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변혁적 리더십은 상사신뢰와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각각 미치고, 또한 상사신뢰는 조
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4: 상사신뢰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구성개념간 개념틀을 설정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변혁적 리더십, 상사신뢰, 조직몰입간 관계 개념틀

상사신뢰

H1

H2
H3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

Ⅲ. 연구설계
1. 표본･절차 및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표본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6)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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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socially desirability)이나 관대한 쪽 (lenience)으로 응답하는 것
을 피할 수 있도록 응답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
였고, 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는 지 그 취지를 현장에서 설명하였다. 동일방법 편의 혹은
분산(Common Method Bias or Variance)문제를 줄이기 위해, 독립변수(변혁적 리더십), 매개
변수(상사신뢰), 조직몰입(종속변수)은 시점을 달리하여 조사하였다 (Podsakoff et al. 2003).
즉 설문조사는 2010년 10월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먼저 독립변수
인 변혁적 리더십과 매개변수인 상사신뢰를 중심으로 행해졌고, 4주후에 종속변수인 조직몰
입을 조사했다 (Kim, 2012). 이와 함께 각 변수에 대한 설문항목은 무작위( in a random
order)로 배열하였다. 모두 800부가 지자체 근무시간에 현장에서 배부되어 이중 597부가 회
수되었고7) 이 가운데 중심화 응답경향을 보인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설문지 533
부가 본 연구에 활용되었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 533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79%,
여성이 21%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48%, 50대가 18%, 30대가 30%, 20대가 3%
각각 집계되었다. 직급별로는 4급이 1 %, 5급이 12 %, 6급 32 %, 7급 39 %, 8급 10 %, 9급
1%로 각각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대졸이 71 %, 대학원 졸이 20 %, 고졸 9 %로 집계되었다.
재직기간은 1년미만 2 %, 1년이상 5년미만 5 %, 5년이상 10년미만 11 %, 10년이상 15년미
만 27 %, 15년이상 20년미만 20 %, 20년이상 25년미만 18 %, 25년이상 30년미만 15 %로
각각 분석되었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구성개념인 변혁적 리더십, 상사신뢰, 조직몰입 변수는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전적으로 동의함).

6) 해당 지자체의 일반직 전체의 전화번호부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지 배부에 앞
서 해당 지자체 구성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구성과 내용에 대한 의견(feedback)을 구했고, 일부
내용이나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설문지 내용을 확정한 후 배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A 지자체와 A
지자체의 자치구이다 (지자체와 자치구 관계자가 해당 지자체의 실명을 기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문을 실시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A 지자체와 자치구를 선택한 근거는 본 연구자가 설문자료를 수
집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과 지리적 접근성 때문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직급(4~9급)만을 기준으로 응
답대상자를 비례 할당하여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급별 응답자의 표본
수는 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설문지 회수봉투를 배부했고, 지자체 구성원에 대한 설문응답지 회수는
설문지 배부일로부터 7일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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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변수: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변수는 이전의 연구들 (Bass & Avolio, 1997; MacKenzie, Podsakoff, &
Reich, 2001;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 1990; Kim, 2012)을 참고하여 5항목-4
개 차원(dimension)을 활용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4개 차원은 다중요인 리더십 설문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MLQ)가운데 채택된 항목으로 이상화된 영향력 (카리스
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그리고 개별화된 배려 등이다. 이 MLQ는 변혁적 리더십
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화된 도구이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
들은 변혁적 리더십의 이 같은 4개 차원은 상호 매우 높게 상관관계(highly correlated)를 이
루고 있기 때문 (e.g., Walumbwa et al., 2005)에 본 연구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은 5개의 측정
변수를 가진 하나의 변혁적 리더십 요인으로 처리되었다 (e.g., Northouse, 2007: 203).8)
변혁적 리더십의 설문항목은 모두 5개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나의 상사는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다”. “나의 상사는 부하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존중한다” 등이다. 변혁적 리더
십변수의 신뢰도인 크론바흐 알파값은 .89로 나타났다(<표 1>과 부록 설문지 참조).
2) 매개변수: 상사신뢰
본 연구에서 상사신뢰는 부하가 상사의 능력과 진실성, 관심 그리고 정직성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전의 연구들 (Butler, 1991; Cook & Wall,
8) 예를 들면, Northhouse (2007:203)는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데 5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 e. g.,
Kim & kim, 2013 참조). Northhouse (2007)가 설문에 활용한 변혁적 리더십의 5가지 측정변수는 다음
과 같다: 집단의 선을 위하여 사익을 넘어선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결정의 결과를 고려한다 (이상
화된 영향력), 낙관적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영감적 동기부여), 중요한 전제를 재검토하여 그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진다 (지적 자극),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장점을 개발하도록 도
와준다 (개별화된 배려) 등이다. 본 연구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한 변혁적 리더십의 구
성개념에 대한 측정항목을 만들기 위해 (item generation) 분석대상 지자체를 중심으로 복수의 인사/조
직관리 담당자와 복수의 지자체 조직행태 전문학자에게 Northhouse가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측정항목을 제시하고 리커트 5점척도를 기준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물론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개념정의도 함께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inkin (1998: 105-109)의 ‘content validity assessment'를 참조할 것).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5가지 측정변수가 도출되었다. 구
체적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 부하들에게 높은 기대감 (영감적 동기부여), 모범을 보임 (카리
스마 혹은 이상화된 영향력), 부하들의 개인적인 감정 존중 (개별화된 배려),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접근 (지적 자극) 등이다. 매개변수인 상사신뢰 변수도 Butler, (1991), Cook & Wall (1980), Podsakoff
et al. (1990)가 사용한 측정변수를 복수의 지자체 인사/조직관리 전문가들과 조직행태 학자들에게 개
념정의와 함께 제시하고, 해당 지자체에 가장 적합한 측정변수는 무엇인지 평가 (리커트 5점척도 기
준) 혹은 수정해 달라고 주문하는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상사신뢰의 측정변수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변혁적 리더십 변수와 상사신뢰 변수, 그리고 조직몰입 변수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해, 후
술하는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변수가 본 연구에서 도출 되었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신뢰의 측정변수는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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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Podsakoff et al., 1990)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4개 항목9)을 사용하여 상사신뢰
를 측정하였다. 상사신뢰에 대한 설문항목은,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나는 상사를 믿고 따
른다”. “나는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사에게 의존한다” 등이다. 상사신뢰의 신뢰도를 나타내
는 크론바하 알파값은 .86으로 분석되었다 ( <표 1>과 부록 설문지 참조).
3) 종속변수: 조직몰입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직에 대해 애착심을 갖는
정도 혹은 자신의 조직과 일체감 혹은 동일체 의식을 가지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조직
몰입은 Allen & Meyer (1990, 1996), Meyer & Allen (1991), 그리고 Mowday, Porter, & Steers
(1982) 등이 사용한 항목을 원용하여 활용하였다. 설문항목은 6개를 활용하였는데, 다음의
예를 포함하였다. “ 현재의 직장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현재의 직장에 대해 호의적으로 표현한다”. 등이다. 조직몰입의 측정도구의 신뢰도인 크론
바흐 알파값은 .89이다(<표 1>과 부록 설문지 참조).

3. 통제변수와 분석수준/전략
통제변수는 기존의 선행연구 (Avolio et al.,2004; Kim, 2012; Kirkman et al., 2009)에 의거
해 성별, 연령, 직급, 학력, 재직기간으로 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성별은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09, p < .0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직급은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10, p < .05)를, 학력은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 (-.09, p < .05),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10, p < .05)과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재
직기간은 상사신뢰 (.09, p < .05)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수준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혁적 리더십, 상사신뢰, 조직몰입변수
모두 개인수준 (Avolio, Bass et al., 2004; Kirkman et al., 2009; Lepine et al., 2002)으로 설정
하였다.
분석전략의 경우 본 연구는 타당성(집중, 판별) 검토를 위해 SPSS (21.0버전) 통계 패키지
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성개념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
를 활용하였다. 특히, 상사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 방법,
Aroian Sobel 검증방법10),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매개변수를 또 하나의 독립변수
9) 원래는 6개 항목이었으나 공통성 (communality)이 0.5보다 작은 항목이 2개 (ts1, ts6)로 나타나 제외
하였다 (부록 설문지 참조).
10) Baron & Kenny와 Preacher & Loenardelli 가 추천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02 ｢행정논총｣ 제52권 제3호

로 투입할 경우, 종속변수와의 회귀관계에서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여부를 분석하였다.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신뢰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신뢰의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는 모두 공차한계(tolerance)>.1, 분
산팽창계수(=1/tolerance)<10.0의 조건을 충족시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야기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기입 보고방식 자료(self-reported data)에 의해 인식도를 측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 편의 (Common Method Bias, CMB)를 확인하기 위해 SPSS에서
Harman's 단일요인 검증(Single Factor Test)11)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일방법에 의한 분산
(Common Method Variance)이 50%보다 작은 것12)으로 확인돼 CMB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
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3개의 잠재요인간 설정된 가설 중 가설 H4인 상사신뢰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SPSS (21.0 버전)통계 패키지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Amos 21버전)에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산
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카이스케어 (χ2), 자유도(DF), p 값, 그리고 CFI, IFI,
RMSEA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검증된 가설은 H1 (변혁적 리더십과 상
사신뢰 관계), H2 (상사신뢰와 조직몰입), H3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이었다. 그 이유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면 3개의 잠재요인간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Ⅳ. 분석결과
아래에서는 먼저, 통제변수와 3개의 잠재요인의 기술통계량과 영차상관관계를 구하기로
한다.

11) 이 방법외에 구조방정식 모형 (Amos 사용)에서 Common Latent Factor나 Marker Variable 방법을 사
용하기도 한다
12) Harman's 단일요인 검증(Single Factor Test)결과 하나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43.77%를 차지해 일반
적인 기준인 50%미만을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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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통계량 분석
<표 1> 기술통계량과 영차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

1

변수
성별

1.21

.41

1

2

3

4

5

6

7

2

연령

2.82

.77

-.38**

1

3

직급

3.74

1.36

.09

.14**

1

4

학력

1.39

.67

-.07

.22**

.03

1

5

재직
기간

4.81

1.55

-.26**

.78**

.15**

.20**

1

6

변혁적
리더십

3.31

.66

-.00

.02

.10*

-.09*

.03

(.89)

7

상사
신뢰

3.88

.73

-.03

.04

.04

-.04

.09*

.76**

(.86)

8

조직
몰입

3.58

.66

.09*

.01

.02

-.10*

.05

.39**

.43**

8

(.89)

주: 성별은 남성 1, 여성 2; 연령은 20대 1, 30대 2, 40대 3, 50대 4; 직급은 9급 1, 8급 2, 7급 3, 6급 4, 5
급 5, 4급 6; 학력은 대졸1, 대학원 졸 2, 고졸 3; 재직기간은 1년미만 1, 1년이상 5년미만 2, 5년이상 10
년미만 3, 10년이상 15년미만 4, 15년이상 20년미만 5, 20년이상 25년미만 6, 25년이상 30년미만 7로
각각 코딩함; 괄호안의 숫자는 크론바흐 알파값임
** p < .01 * p < .05

<표 1>에 의하면 본 연구모형에서의 잠재변인인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신뢰는 ‘매우 강한’
정(+)의 상관관계 (.76, p < .01)를 유의미하게 보이고 있으며, 매개변수인 상사신뢰는 조직
몰입과 ‘ 약간 강한’ 정(+)의 유의미한 상관관계(.43, p < .01))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상사신뢰와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 (.39)도 ‘약간 강한’ 상관성을 유의미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잠재변인간의 영차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모두 <그림
1>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의 잠재변인간 관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집중･ 판별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3개의 잠재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15개의 측정변수13)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최도우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변혁적 리더십, 상
사신뢰, 조직몰입을 포함하는 3개의 잠재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스퀘어 값 480.448, 자유도 87, p 값 .000, CFI = .914, IFI = .915,
1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공통성(communalities)이 0.5 보다 작은 변수는 분석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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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 = .092 로 각각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 통계량은 본 연구의 분석자료(data)를 대
체로 수용할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변혁적 리더십, 상사신뢰, 조직몰
입 등 구성개념의 집중타당성을, 표준화 회귀계수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7, 평균분산
추출 (AVE) >.5, 그리고 잠재요인 신뢰도 (Composite or Construct Reliability) >.7을 활용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집중타당성 검토결과, 변혁적 리더십, 상사신뢰, 조직몰입 등 3 잠재요인
의 AVE는 0.5보다 크고, CR은 0.7보다 크며, 표준화 회귀계수는 0.7 (p < .001)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나(<표 2> 참조) 3개 잠재요인의 집중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은 성립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3개의 잠재요인간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은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 (r2)과 AVE값을 비교하여 AVE값이 r2 보다 큰 경우 3개의 잠재요인간
판별타당성이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각 구성개념의 AVE 값이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모두 큰 것 (<표 3> 참조)으로 나타나 변혁적 리더십, 상사신뢰,
조직몰입 구성개념간 판별타당성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구성개념, 요인적재량, AVE, 잠재요인 신뢰도 분석 (집중타당성 분석)
구성개념

변혁적
리더십

상사신뢰

조직몰입

*** P < .001

측정변수

요인적재량/
표준요인적재량

t1

1.000/.776

-

-

t2

1.048/.822

19.781

.000***

t3

1.015/.801

19.179

.000***

t4

1.032/.815

19.556

.000***

t5

.941/.737

17.388

.000***

ts2

1.000/.829

-

-

ts3

.822/.716

17.419

.000***

ts4

.845/.731

17.875

.000***

ts5

.981/.812

20.396

.000***

ac1

1.000/.711

-

-

ac2

1.056/.788

16.841

.000***

ac3

1.057/.745

15.974

.000***

ac4

1.112/.784

16.778

.000***

ac5

1.003/.732

15.710

.000***

ac6

1.025/.744

15.972

.000***

t 값

p

AVE

잠재요인
신뢰도

.6253

.8339

.5984

.9079

.5642

.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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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성개념간 판별타당성 분석
구성개념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신뢰
상사신뢰와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AVE 값
변혁리더십 .6253/
상사신뢰 .5984
상사신뢰 .5984/
조직몰입 .5642
변혁리더십 .6253/
조직몰입 .5642

상관계수 (r)

r2

판별타당성

.755

.5700

성립: AVE>r2

.386

.1489

성립: AVE>r2

.426

.1814

성립: AVE>r2

3.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성개념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산
출결과에 의하면 카이스퀘어 값 = 480.448, 자유도 = 87, p 값 = .000, CFI = .914, IFI = .915,
RMSEA = .092 로 각각 나타나 적합도 지수는 분석자료를 대체로 수용할수 있는 범위내에 있
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먼저 가설 H1~H3를 검증하고, 다음으로 가설 H4 ( 상사신뢰가 변혁
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정(+)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할 것이다)를 검토하기로 한다.
1) 가설 H1, H2, H3의 검증
<표 4>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은 상사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이 지지되었으며, 상사신뢰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도 지지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도 지지된 것으로 판
단되었다. 3개의 잠재요인간 영향관계의 크기를 보면 변혁적 리더십이 상사신뢰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777). 또한,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
면 <그림 2>와 같다.
<표 4> 구조모형에 의한 가설(H1~H3) 검증결과
가설

경로

가설
H1
가설
H2
가설
H3

변혁적리더십
→상사신뢰
상사신뢰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
→조직몰입

방향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t값

p

지지
여부

+

.777

-

.777

15.434

.000***

지지

+

.285

-

.285

3.307

.000***

지지

+

.192

.222

.414

2.269

.023**

지지

주: 직접, 간접, 총효과의 계수는 모두 표준화계수임
*** p < .0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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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변혁적 리더십, 상사신뢰, 조직몰입간 관계 가설검증결과

상사신뢰

H1

H2

.777***

.285***

(15.434)

(3.307)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
H3
.414** (2.269)

주: 실선화살표는 구성개념간 인과관계의 유의미성을 의미함; 계수는 표준화계수로 총효과(직접+간접)를 의
미함; 괄호( )내의 숫자는 t 값임; H1~H3는 가설임.
*** p < .001; ** p < .05

2) 상사신뢰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가설 H4인 상사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 & Kenny (1986) 의
방법을 먼저 검토한 뒤 보완적인 방법으로 Aroian Sobel 검증방법 (Aroian, 1947; Preacher &
Hayes, 2004, 2008; http://quantpsy.org/sobel/sobel.htm)과 Bootstrapping 방법 (Preacher & Hayes,
2004)을 각각 활용하였다. 먼저, Baron & Kenny (1986)의 매개효과 방법14)을 사용하려면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해야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혁적 리더십(독립변수), 상사신뢰(매개변수), 종속변수
(조직몰입)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미하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과 매개변수인 상사신뢰와
의 단순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 5> 참조)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 때 상
사신뢰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β= .758, p < .001).

14) Baron & Kenny (1986)의 매개효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
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종속변수에 회귀시키는 경우, 독립변수의 표준회귀계수의
값이 유의미 하지 않거나 (complete or perfect mediation) 혹은 위 둘째 단순회귀식에서 독립변수의
표준회귀계수 값보다 작아야 한다(partial mediation)는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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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신뢰(매개변수)와의 관계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변수

표준화 계수

t 값

p

-.017
-.071
-.045
.023
.114

6.695
-.536
-1.455
-1.523
.761
2.436

.000***
.592
.146
.128
.447
.015**

.758

25.823

.000***

B

표준오차

β

통제
변수

(상수)
성별
연령
직급
학력
재직기간

1.144
-.030
-.068
-.024
.025
.054

.171
.056
.047
.016
.033
.022

독립
변수

변혁적
리더십

.834

.032

주:
*** p < .001, ** p < .05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과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과의 회귀분석에 의하면 (<표
6> 모형 1 참조),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β= .382, p <
.001)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관계가 상사신뢰라는 매
개변수의 추가로 인해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는 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
결정계수인 R2값의 변화가 .047만큼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p < .001). 구체적으로 보면 상
사신뢰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β= .329, p <.001)으로 나타났고, 변혁적
리더십도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β= .132, p < .05)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모형 2). 다만 독립변수(변혁적 리더십)의 종속변수(조직몰입)에 대한 표준회귀계수 값
(.382, <표 6> 모형1 참조)보다 매개변수(상사신뢰)를 추가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변혁적 리
더십)가 종속변수(조직몰입)에 미치는 표준회귀계수 값 (.132, <표 6> 모형 2 참조)이 작아졌
으므로 매개변수인 상사신뢰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정(+)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부분매개 (partial mediation)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5)

15) 물론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도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카이스퀘어 차이 검증방법을
활용하면 본 연구의 분석모형 ( <그림 1> 참조)의 경우 자유도가 1단위 감소 (88-87)함에 따라 카이
스케어 값은 5.101 만큼 감소 (485-549 - 480.448)하여 감소폭이 3.84 (유의수준 .05)보다 크므로 상
사신뢰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Baron & Kenny (1986), Aroian Sobel, 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매개효과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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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변혁적 리더십, 상사신뢰, 조직몰입간 관계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회귀모형

모형
1

표준화 계수

t 값

p

.114
.012
-.040
-.057
.082

9.493
2.558
.172
-.960
-1.358
1.247

.000***
.011**
.863
.338
.175
.213

.041

.382

9.278

.000***

1.713
.192
.030
-.012
-.064
.019

.220
.069
.058
.019
.040
.027

.120
.035
-.025
-.064
.044

7.801
2.758
.527
-.618
-1.579
.690

.000***
.006**
.598
.537
.115
.490

변혁적
리더십

.131

.061

.132

2.167

.031**

상사
신뢰

.297

.055

.329

5.412

.000***

B

표준오차

β

통제
변수

(상수)
성별
연령
직급
학력
재직기간

2.052
.183
.010
-.019
-.056
.035

.216
.071
.059
.020
.041
.028

독립
변수

변혁적
리더십

.379

통제
변수

(상수)
성별
연령
직급
학력
재직기간

독립
변수
매개
변수

모형
2

주: 모형 1은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을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회귀시킨 모형임; 모형 2는 변혁적 리더
십에 매개변수인 상사신뢰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회귀시킨 다중모형임; 모형 1에서 모형 2
로 변화할 때 결정계수 R2의 변화량은 .047*** 로 나타남.
*** p < .001, ** p < .05

한편 이러한 매개효과가 다른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때도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먼
저 Aroian Sobel 공식16)을 활용하여 상사신뢰를 매개로 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계산한 결과,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 (z= 5.371, p < .001). 다음으로
Bootstrapping (표집 반복회수 5000회) 방법을 적용한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미 한 것 (95%
신뢰수준 하한값 .147, 상한값 .354; 99% 신뢰수준 하한값 .115, 상한값 .387)으로 해석되었
다. 따라서 상사신뢰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변수임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간접효과)의 구체적인 값을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 (C= .386)에서 상사신뢰가 추가변수로 투입되었을 때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효과 (C'= .138)를 뺀 .248 (= .834*.297)17)로 분석되었다 (<표 5> 참조). 이 값은 Sobel


16) Aroian Sobel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는 간접효과임.
여기서  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비표준화 계수,  는 매개변수(독립변수에 추가 투입)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비표준화계수이고   ,   는 비표준화계수의 표준오차를 각각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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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간접효과 값인 .2483이나 Bootstrapping 검증결과 나타난 간접효과 값 .2472와 거의
같다. 또한 <표 4>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간접효과 값 .222(= .777*.285)와
비슷하다.

Ⅴ. 토론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을 분석기준으로 삼아, 그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상사신뢰와 조직몰입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인 상사신뢰가 변혁적 리더십 (독립변수)과 조직몰입 (종속변수)과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은 상사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존의 국내외연구 (김호균, 2007; Bennis & Nanus, 1985)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변
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
의 연구 (Avolio, Zhu et al., 2004; Bass & Riggio, 2006; Bono & Judge, 2003; Kim, 2012;
Kim & Kim, 2013; Walumbwa & Lawler, 2003; 김호균, 2009) 결과를 확인해 주고 있다. 셋
째, 상사신뢰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
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결과들 (김호정, 1999; 박철민･김대원
2003; 송운석･김진해. 2009)을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 매개변수인 상사
신뢰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부분매개 (partial mediation)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공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리더십과 태도 혹은 행위변수
(예,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매개효과를 발견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 (예, 김호균, 2007; Podsakoff et al., 1990)과 유사한 입장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이론적･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효과성 변수 중 하나인 조직몰입과의 정(+)의 관계에서
상사신뢰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공공부문,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
17) <표 5>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상사신뢰에 미치는 비표준화계수 .834와 <표 6>에서 상사신뢰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비표준화 계수 .297 값을 서로 곱한 것이 간접(매개)효과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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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분석수준은 지자체 구성원임)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적지 않은 의의가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외의 행정학계 (혹은 정책학계)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
입과의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매개변수 역할을 아직까지는 실증적으로 탐색하지 못했기 때
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상사신뢰에 대한 인
식을 크게 높일 수 있고 , 이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과 연대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리더십 문헌에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이 매개변수인 상사신뢰를 통해 구성원들의 작업관련 태도변
수 (예,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혹은 기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조직의 효과성변수 문헌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분석 대상 지자체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사의 변혁
적 리더십에 대한 수준 (5점 기준 평균 3. 31)은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 스타
일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정도를 높이는 일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
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직접적인 효과 (β =
.192)보다, 매개변수인 상사신뢰를 통한 간접효과(β = .222)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상사에 대
한 구성원들의 믿음정도18)를 높이는 방안을 변혁적 리더십 개발차원에서 분석대상 지자체
에서는 크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 지자체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관리
자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적으로는 상사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여 조직구성원
들이 조직의 가치나 규범, 목표에 대해 동일체 인식을 높게 가지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 지자체들은 자치단체의 리더를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연수 등의 중･장기적 핵심가치전략을 정치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이처럼 학술적으로, 실무 정책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다음
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분석자료는 횡단분석적
(cross-sectional)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 상사신뢰, 조직몰입 등 3개의 구
성개념간 관계의 강도는 시간을 고려하여 (across time) 검증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
째, 3개의 잠재요인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정도를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보고 자료
(self-reported data)를 통해 구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문제가
18) 현재 분석대상 지자체의 상사신뢰수준과 조직몰입의 평균값은 각각 3.88, 3.58수준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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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CMB를 줄이기 위해 설문조사 설계단계와 설문사후 단
계를 통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 설문사후단계에는 Harman's 단일요인 검
증 (single factor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작성 단계에서는 3개의 잠재요인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무작위 (in a random way)로 배열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 설문조사에 임해서는 독
립변수 (변혁적 리더십)와 매개변수 (상사신뢰)의 설문조사시기와 종속변수 (조직몰입)의 설
문조사시기를 일정한 시간 간격 (time lag)을 두고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특정 지방자
치단체와 자치구를 표본으로 하여 논지를 전개한 관계로 본 연구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적
용 혹은 활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맥락적 변수를 고려하여 그 분석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방법론적 기여를 하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의 공공부문, 좁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을
분석수준으로 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상사신뢰를 매개 과정으로 하여 조직몰입이라는 태도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상사신뢰가 긍정적으로 ‘부분적인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
한 분석결과는 상사가 변혁적 리더십을 크게 발휘하면 상사 (능력, 진실성, 정직성 등)에 대
한 믿음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조직에 대한 목표나 핵심가치 부분에 대해 조직구성
원들이 일체감을 갖게 되어 조직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외 행정학계(혹은 정책학계)에서의 리더십
분야와 조직몰입 등 조직행태분야의 지식을 증대 (general body of knowledge)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방법론에 있어,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론 (Baron & Kenny의 방식, Preacher & Hayes의 Bootstrapping, 그리고
Preacher & Loenardelli의 Aroian Sobel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매개효과 등)을 활용했
다는 점에서 방법론 개발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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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변혁적 리더십
- 나의 상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t1: 영감적 동기부여)
- 나의 상사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부하들을 이끈다. (t2: 카리스마 혹은 이상화된 영향력)
- 나의 상사는 부하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존중한다. (t3: 개별화된 배려)
- 나의 상사는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도록 격려한다. (t4: 지적 자극)
- 나의 상사는 부하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t5: 영감적 동기부여)
상사신뢰
- 내가 직장생활하는 데 상사는 큰 힘이 된다 (ts1)
(communality <.5 기각)
- 전반적으로 나는 상사를 믿고 따른다 (ts2)
- 나는 직장에서 상사와 많은 대화를 나눈다 (ts3)
- 나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사에게 의존한다 (ts4)
- 나의 상사는 가능한 한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준다 (ts5)
- 나는 나의 상사가 항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려 한다고 확신한다 (ts6)
(communality < .5 기각)
조직몰입
- 나는 현재의 직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잘한 일이며 기쁘게 생각한다 (ac1)
-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의 직장에 대해 호의적으로 표현한다 (ac2)
- 현재의 직장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ac3)
- 나는 현재의 직장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는 편이다 (ac4)
- 나는 조직을 위해 어떠한 직무라도 맡을 용의가 있다 (ac5)
- 나는 조직의 장래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 (ac6)
* 모두 5점 리커트 척도 활용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전적으로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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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Supervis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Hougyun Kim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rust in supervisor and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whether
trust in supervisor is positively related to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tudy

also

examines

whether

trust

in

supervisor

mediates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s positively related to trust in
supervisor. Secondl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s positively related to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trust in supervisor is positively related to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ally, trust in supervisor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trust in supervisor, Sobel Test, Bootstrapp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