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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최근 조직의 규모와 구조변화는 매우 빠르고 광범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조직의 영향은 그만
큼 커지고 결부된 문제도 심각해진다. 특히 오늘날의 조직 환경은 조직구성원의 동기
부여와 비전, 참여와 자율성, 이상과 가치관 그리고 신뢰가 중요해지면서 조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고차원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조직이나 집단에서 리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리
더십이 조직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형의 리
더는 조직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성장을 통한 조직의 질적 개선
을 시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리더의 지원은 조직구성원 스스로를 임파워
시켜 주어진 과업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적인 성격과 더불어 조직이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로 중요한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표출적인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
라서 급변해 가는 리더십의 유형 중에서도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리더십이 바로 변혁
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다.
최근 리더십 연구가 구성원의 노력에 대해 보상을 하는 교환 과정에 나타나는 행위
를 중심으로 하는 거래적 리더십으로부터 구성원들이 과업의 결과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잘 인식하도록 이끌고 구성원들의 고차원적 욕구를 유발시키며, 조직을 위해
서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도록 만드는 리더의 행동들로 옮겨져 왔다. 이러한 리더의
행동들을 Burns(1978), Bass(1985), Conger(1999) 등은 변혁적 리더십으로 개념화
하여 제시하였고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변혁적 리더
십과 관련된 특정한 행동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그들 모두
효과적인 리더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의해서 제시되는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서 기꺼
이 일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가치, 신념, 태도들을 변화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추종자의 개인적 잠재력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조직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비전을 공유하
도록 하여 추종자에게 정신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때 리더십 효과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리더 자체에 초점을 맞춘 기존 리더십과는 달리 구성원들에게 초점
을 둠으로써 복잡한 환경 하에 생존해야 하는 여러 조직에 매우 효과적인 리더십 개
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Bass, 1998; Bass & Avolio, 1990).
한편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가 일방적 관계보다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서 카리스마적 리더십보다는 구성원들의 입장과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구성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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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간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리더십이 등장하였다. 즉, 구성원들의 개인적 성장과 동
기부여를 통해 조직효과성을 창출시키는 서번트 리더십이 등장한 것이다. 서번트 리
더십은 추종자의 조력자로서의 리더를 의미한다. 리더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추종자의
이익을 더욱 중시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번트 리더는 추종자가 조직
의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Greenleaf, 1977; Spears, 1995; Laub, 1999; Spears, 2002). 따라서 서번트 리더
십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고취시키
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효능감은 관리자의 리더십에 따라 구성원들이 조직몰입 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인식으로서 구성원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신념의 자기 효능감
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신념의 집단 효능감은 중요한 요소가 된
다고 할 수 있다. 관리자의 리더십 과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구
성원들의 효능감에 대한 이해이다. 구성원들의 효능감은 구성원들의 행동과 리더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차이 연구는
개념적 또는 탐색적인 연구에 머물러 왔다. Smith, Montago & Kuzmenko(2004)의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적 차이를 조직문화의 개발과 관련
하여 조명하였다. 즉, 변혁적 리더십은 권한위임을 통한 역동적인 문화를 주도하고,
서번트 리더십은 추종자의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문화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리더십의 효과성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
십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더십 효과성의 수준을 조직문화와 같은 조직수
준의 관점이 아닌 개인수준의 리더십 효과성의 차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리더십 효과성은 개인의 태도변수에 대한 효과성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예측
해 볼 수 있다. 즉, 공․사조직에서 리더십 효과성으로서 구성원의 효능감과 조직몰입
을 선정하여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구성원의 효능감과 조직몰입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공․사조직에 효과적인
리더십의 특성 및 유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공․사조직 기관장의 리더십 프로그
램 개발 등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지
적능력과 비전, 그리고 사명감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자기효능감과 집
단 효능감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변혁적 리
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행정조직에서도 유효한 조직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검토
하기 위해 공․사조직의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의 조직효과성 관계를 비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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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직내 관리자들의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과 서
번트 리더십과 조직효과성간의 이러한 관계를 공․사조직간에 비교하여 그 차이의 원
인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른 특징
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 유형이 공․사조직의 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규명한다. 그동안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공․사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혁적
리더십 및 서번트 리더십 유형이 공․사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
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번트 리더십이 교육․경영 부문에서 주로 연
구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및 서번트
리더십이 공․사조직의 조직 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측면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이 변혁적 리더십 및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변혁적․서번트 리
더십 유형에 따라 공․사 조직에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의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공․사 조직의 구성원의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공․사 조직의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이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
하고자 한다.
넷째, 공․사 조직의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이 변혁적 리더
십 및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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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연구는 변혁적․서번트 리더십 이론이 한국행정조직에서도 적절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공․사조직내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관리자의 변혁적․서
번트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집단 효능감, 조직몰입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은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대구기업
조직의 회사원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
며, 조직의 선정은 판단추출에 의하였고, 조직내 개인의 추출은 성별․연령․학력․직급
을 감안한 층화추출에 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연구가 실시되는 2010년도를 기준연도로 설정하였으며,
각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서, 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회사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우편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고자 하며, 방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배포
한 후 일정시간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설문지는 총 700부를 배부하
고자 하며, 회수된 설문지 중 1차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차로 행정조직과
기업조직의 응답자간 성별․학력․직급을 유사하게 조정한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설문의 조사시기는 2010년 5월1일부터 5월 25일까지로 한다.
공간적 차원의 연구범위는 대구시에 소재한 조직을 연구범위로 선정하고자 한다.
행정조직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서를, 기업조직에서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조직의 선정방법은 행정조직은 무작위추출을 하고자 하며, 기업
조직은 행정조직과 비슷한 규모가 되기 위해 종업원 수 2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조직에서 판단추출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1장은 서론으로, 제1절에서는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2절에서는 연구의
법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제1절에서는 리더십의 개념, 리더십 이론의
발전과정,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과 구성요소, 변혁적 리더십의 선행연구,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과 구성요소,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차원 연구, 서번트 리더십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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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의 비교 등을 제시하고자 하며, 제2절에서는 효능감의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제시하고자 하며, 제3절에서는 조직몰의 개념과 구성요소 등
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의 유형과 효능감과 조직몰
입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은 연구의 설계로 실증분석 모형을 설계하고 가설 설정으로 구성하고자 한
다. 제1절 연구모형의 설계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
설계,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가설설정을 다루고자 하며, 제2절에서는 설문지의 구
성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변혁적․서번트 리더십과 효능감의 관계
, 변혁적․서번트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 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이 효능감을 매개
변수로 하여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분석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 결과의 요약 및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과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먼
저 문헌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국․내외의 선행 연구결과와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자료, 단행본 등을 수집․분석하여 변혁적․서번트리더십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유형,
효능감․조직몰입의 개념과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변혁적․서번트 리더십 유
형이 효능감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공․사 조직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에서는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조직의 관리자
와 접촉이 있는 조직원을 무작위로 선정,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전체적
으로 표본크기는 4가지 업종에서 각 5개 조직을 선정하고 각 조직에서 35명씩을 대
상으로 하고자 하며, 조직수는 총 20개, 개인은 700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경찰서,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각 총 175부의 설문지를 배포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변혁적․서번트 리
더십 유형이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 둘째 변혁적․서번트 리더
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며, 셋째 변혁적․서번트 리더
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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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넷째, 공․사 조직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그
차이의 원인을 발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혁적․서번트 리더십 유형이 효능감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선행 연구들 가운데 Bass & Avolio(1992)의 변혁적 리더십과
Barbuto & Wheeler(2006)의 서번트 리더십, Riggs & Knight(1998)의 효능감,
Meyer & Allen(1991)의 조직몰입 등의 내용들을 활용하여 설문내용을 재구성하고, 설
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정을 거친다.
첫째, 수집된 자료의 입력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자료교정(data clean
ing)과 수집 자료의 속성 및 기술통계량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별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측정도구 및 수집 자료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별, 설문질 구성 분야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하 알파
(ch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한 문항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셋째,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측정변수들을 본 연구의 가설
에 따른 이론변수들로 재구성한다.
넷째, 표본의 특성에 따른 이론변수의 평균차 검증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며, 집단간 차이검증을 위한 사후검증은 Tukey의 HSD 검증
과 Scheffe 검증을 병행 실시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모형에 따른 이론변수 간의 인과적 모형에 따른 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한다. 이상의 모든 자료 분석
은 SPSS WIN 15.0과 Amos 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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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1.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은 Burns(1978)에 의해 제시되고 Bass(1985)에 의해 정교화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Burns는 정치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래적 리
더십이란 리더와 하위자 간의 교환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하위자의 이해관계를 자극하
여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라 하였다(Burns, 1978: 36). 즉, 리더가 지시하거나 기대하
는 바에 하위자가 순응하는 대가로 임금인상이나 특권을 부여받는 식의 리더십 과정을
말한다.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현재 욕구수준을 중심으로 한 교환관계가 아니
고, 부하의 복종 이상의 것에 기초하여 부하의 욕구수준을 높이고 내재적 동기, 나아가
자유, 평등, 정의, 평화 등의 도덕적 동기와 욕구에 초점을 두어 부하의 신념, 욕구, 가
치의 변화를 조장하여 개인, 집단, 조직의 변화를 조장하는 리더십이라 하였다.
한편 Bass(1985)는 Burns의 정치적 리더십 개념을 일반조직에 적용하여 보상이나
벌을 사용하여 부하들로 하여금 성과를 유도하는 거래적 리더십과 차별화하여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을 정교화 하였다. 그는 변혁적 리더십이란 부하들로 하여금 개인적 이
해관계를 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업무
성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부하를 동기부여 시키는 리더십이라 하였다
(Bass, 1985: 27).

<표 1> 변혁적 리더의 정의
학

자

정

의

구성원들의 흥미를 진작시키거나 확대시키고, 집단 내 목표나 사명감
Burns, 1978

을 받아들이고 지각하게 하여 이기주의를 초월한 집단이익을 추구하
게 하는 자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심어주거나, 구성원 개개인의 성취욕구를

Bass, 1985

고취시켜 주며,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적 노
력을 고양시키는 자

Tichy &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기업가 정신을 소유한 자로 ‘경기 부흥을 인

Devanna, 1996

식하며, 신 미래상을 창조하고, 변화를 제도화하는 자’

Kouzes &

과정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고취시키며, 문제해결의 방법을

Posner, 1987

제시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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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의 변혁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연구마다 조금씩 차
이는 있으나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Bass & Avolio, 1990:
69-87).
첫째, 카리스마(Charisma)이다. 카리스마 리더란 추종자가 리더에 대한 귀인결과
존경과 신뢰감을 느끼는 정도이며 리더가 부하에게 감동을 주는 정도로 변혁적 리더
십이 핵심요인이다.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은 현 상태에 대한 변화를 추구함은 물론
현 상태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하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혁신적 수단을 사용하고,
환경변화에 민감히 대응함은 물론 부하들에게 혁신적 급진적 변화를 수용토록 한다.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가지고 있는 부하들은 조직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은 리더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
더라도 카리스마 리더들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 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이다. 이 요인은 부하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조직 구성원간의 공유된 비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리더로, 조직 구
성원 개인의 이익추구를 뛰어넘어 조직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리더를
묘사하는 말이다. 팀 정신은 이러한 리더에 의해 증진된다. 이 요인은 카리스마와 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의 하위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카리스마와
영감적 동기부여는 하위자가 리더와 동일시하는 정도에 따라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개별적 고려(individual consideration)이다. 이 요인은 리더의 관심사항과 부
하들의 관심사항을 공유하는 것으로 부하들 각자의 욕구나 능력수준에 따라 개별적으
로 배려함으로써 부하들 스스로 욕구를 확인하게 만들고, 높은 차원의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 고려의 핵심은 부하에 대한 지원, 격려, 개발에
있다. 이러한 리더행동들은 부하들의 자아 이미지를 고양시킴과 더불어 욕구충족을
통해 동기부여수준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며, 부하들의 능력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리
더들은 부하들을 친근하고, 비공식적으로 대해 주며 부하들보다 전문적 능력을 가지
고 있더라도 부하들을 동등하게 취급해 준다. 개별적 배려는 부하와 상사간의 직접적
인 접촉,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하들의 자아상을 확립시
켜주고, 부하들의 정보확보에 대한 욕구를 고양시키며, 의사결정에 따르는 결과에 대
하여 책임의식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
넷째,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이다. 이 요인은 부하들에게 문제점을 새
로운 방식으로 보게 하도록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 자극형 리더들은 부하들이
지니고 신념과 가치관에 대해, 그리고 상사가 지니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에 대해 끊
임없이 의문을 갖도록 환기시킨다.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기존의 합리적 틀을 뛰

- 8 -

어 넘어 보다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는 리더십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낡
은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며 부하자신의 가
치관, 믿음, 기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리더나 조직의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도 적절
치 못하면 의문을 제기하도록 도와주는 리더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리더행동들은 부
하들로 하여금 기존의 직면해 오던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탐색하도록 하
게하며, 기존에 인식해 오지 못했던 문제를 인식 가능하게 한다. 리더는 조직이 당면
한 기회와 위협, 조직의 강․약점, 그리고 조직의 비교우위 등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부
하들에게 명확히 표현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몰입된 상황 아래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인식되고, 그 해결책이 탐색․수행되도록 하는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강영순․김영훈, 2002:114-130).

2) 변혁적 리더십 측정도구
Bass(1985)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70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건기
술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11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분류한 내용을 토대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다요인 리더십 설문지(MLQ;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라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MLQ는 지속적인 수정
을 거처 새로운 버전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아직도 MLQ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Bass & Avolio, 1993).
새로운 MLQ 버전들은 ‘MLQ Form-1’을 축약시키거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
더십의 차원을 늘린 것이다. ‘MLQ Form-1’은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지적 자극, 상
황적

보상,

예외의

관리형

리더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Bass

&

Avolio(1992)는 ‘MLQ Form-6’는 ‘MLQ Form-1’의 축소판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4
개 요인, 거래적 리더십의 2개 요인, 그리고 비거래적 리더십(자유방임적 리더십)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MLQ를 토대로 Bass & Avolio(1992)가 MLQ의 축소판으로
개발한 MLQ-6S를 토대로 측정하고자 한다.

3) 변혁적 리더십의 선행연구
변혁적 리더십의 연구 시초는 거래적 리더십을 연구한 Burns(1978)의 리더십 이론
이었으며 그 후 Bass가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Burns의 리더십 이론을 바탕으로 리더
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포괄적으로 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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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own(1973)의 리더십 연구는 비 학교조직에서 변혁적 지도성에 대한 체계적
조직의 시작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의 필수적 구성 부분인 카리
스마는 거의 50년 전에 Weber의 노력 덕분에 이루어진 것과는 동떨어진 근원을 가
진다.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추종자 관계에서 개입되는 목적과 자원의 변화뿐만 아니
라 양쪽의 향상과 더 나아지기 위한 변화를 수반한다. 동기 또는 목적에 관하여 변혁
적 리더십은 이끄는 사람과 이끌리는 사람의 인간 행동과 윤리적 향상의 수준을 고무
시킨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도덕적이 된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변혁적 효과를 가
져온다.
Bass(1985)는 미 육군 장교 및 기업체의 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서
부하에 의해 변혁적 리더십이 높게 인식될수록 리더십의 유효성이 높게 평가받으며
부하의 리더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하들의 추가노력이나 리
더에 대한 만족 및 조직유효성 등 리더십의 영향변수와 리더십의 하위변수간의 관
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와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입증
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에는 조건적 보상은 정(+)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예외
적 관리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예외적 관리는 연구에 따라 정
(+)의 관계를 보인 경우도 있었고 부(-)의 관계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와 일치하는 국내의 연구는 김덕향(1998: 45-78)의 연구를 들 수 있는
데, 그는 비서가 지각하는 수준에 따라 리더십을 세 집단(상․중․하)로 구분하고, 집
단간에 비서들의 조직몰입을 검증하였는데, 변혁적 리더십은 가치몰입과 근속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이 가치몰입과 근속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예외적 관리가 가치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근속몰입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Koh, Steers, & Terborg(1995: 121-135)는 변혁적 리더들이 다른 리더에 비해
조직몰입 수준을 높게 한다고 하였고, Mottaz(1989: 143-158)는 리더의 개별적
고려가 부하의 조직몰입을 고취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변혁적 리더는 부하에게 조
직 및 과업의 목표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부하들은 조직의 목
표에 대해 개인적인 몰입을 하게 되고, 개인적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DeCotiis & Summers(1987: 445-470)는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리더의 부하에 대한 보상적 행동이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Owens(2004)는 리더십이란 단순히 사람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보통의 유형에서는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는 거래 상황에 기초한다
고 하였다. 변혁적 리더는 추종자들의 잠재력 동기를 찾으며 더 높은 수준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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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다. 변혁적 리더십의 결과는 상호 자극의 양방향 관계이며 단지 추종자들의 순종
이나 승낙뿐 아니라 성취한 목표를 껴안도록 개인적인 헌신을 불러일으킨다. 변혁
적 리더십은 도덕적으로 서로 의존할 수 있도록 리더와 추종자 모두의 역할을 변화
시키며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적 헌신안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이창원(1999: 271-286, 2000: 139-160)에 의하
면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변혁적 리더십이 강할수록 조직의 효과성
이 높다고 한다. 또한 그에 의하면 지방행정조직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
장의 리더십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변혁적 리더십행태를 많이 사용
하였고 이러한 리더십 행태는 리더십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한다. 표용태(1998:
133-134)는 호텔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몰입조사에서 상급자들의 변혁적 리더
십행동은 호텔종사자의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거래적 리더십행동은 부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덕로(1994: 153-174) 또한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이 부하의 추가노력,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변혁
적 리더십과 부하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 내
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남상화․전오진(2001: 136-140)은 지방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상사의 리더십유형과 부하공무원의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조사
하였는데, 상사가 변혁적 리더십일수록 부하공무원의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지속몰입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반면, 우리
나라 정부투자기관 중 종업원 수 1만명 이상의 공사 3곳을 선택하여 조사한 김병식
(1997: 40-55)의 연구에서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행동이 근로자의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호정(2001:
197-216)의 연구에서는 행정조직은 기업조직보다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간의 관
계가 현저히 약하고, 전통적 리더십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조사결과를 발
표하였다. 김정훈(2004: 201-202)의 파출소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들의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영균․최종묵(2004)은 공기업직원을 대상으로 변혁
적 리더십 요인을 카리스마, 개별고려, 지적자극으로 구분하여 조직몰입(정서몰입, 근
속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각 유형의 리더십은 정서몰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치고, 근속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영현․정범구
(2004)는 대전․충남지역 7개 학군단 학군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형과 직무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팔로어십 특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연구 하였다. 연구결과, 변
혁적 리더십이 직무태도와의 관계에서 직무태도의 하부요인(직무만족, 갈등지각, 이
탈의도) 모두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카리스마는 직무만족과 이탈의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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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거래적 리더십은 직무태도와의 관계에서 직무태도의 하부요인
(갈등지각, 이직의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고 직무만족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
로 밝혀졌다. 거래적 리더십․변혁적 리더십과 직무태도와의 관계에서 팔로어십의 특성
은 모든 경우에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리더십 유형과 조직효과성의 한 척도인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다음
과 같다. 변혁적 리더들은 부하들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시하
여 혁신적인 직무수행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을 이끌어낸다고 한다(Viator,
2001). Viator는 보험회사와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416명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들의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실증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변혁적 리더가 부하들로 하여금 그들의 과업을 보다
흥미롭게 만들어 줌으로써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 미래의 모델 상으로 인식
되어지고 아울러 부하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성취감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된다
(Bass, 1990). 이러한 리더의 부하들은 리더의 능력과 판단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
문에 어떤 역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리더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하들은 조직과 리더, 그리고 자신들이 수
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높은 몰입도를 유지하게 되므로 부하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
지고, 이로 인해 조직이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Lowe et al., 1996).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상관의 리더십이 변혁적일수록, 즉 상관이 카리
스마, 개별적 고려, 지적 자극으로 동기를 부여할수록 부하들의 조직효과성은 향상
된다고 할 수 있다

2.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종전까지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인식이 되었
던 서번트(servant)와 리더(leader)가 합쳐진 것으로, 리더가 부하의 성장을 도와서
팀워크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리더십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서번트 리더십의 창시자
인 Greenleaf(1970)의 ‘리더로서의 서번트(The Servant as Leader)’에서 그 개념
이 처음 소개된 이후 이론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Greenleaf(1970)는 종전의 조직에서 보여지던 지도자 우선의 개념에서는, 지도자
의 역할이란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런 조직에서는 지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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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자신이 가
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번트 리더는 자신을 서
번트로 인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지시-통제 조직과는 달리 부
하들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성공을 우선으로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즉, 인간의 기
본 속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섬김의 욕구에 기반을 둔 리더십이기에 특정한 지위를
염두에 두고 물리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부하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헌
신해야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번트 리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Peter Drucker(1992)는 ‘Managing for the Future'에서 지식시대에서는 중간관리
자들이 줄어들고 조직 내에서 상사와 부하의 구분도 엄격하지 않을뿐더러 지시와 감
독에 의한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리더가
부하들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이끌어야 한다는 리더 중심의 관점을 뛰어넘는 중대한
관점의 변화이고 21세기 조직 연구에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Bass(1990)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성장욕구와 자기표현 그리고 성숙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조직의 목표를 제시하고 일치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조직이
가장 효과적인 조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부하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를 이
끌어 내고,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서번트 리더십이 주목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성장을 돕고, 부서 혹은 팀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
다(Block, 1998; Senge, 1995; Smith;1995).
Senge(1995)는 서번트 리더십을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 리더의
권력은 부하로부터 기인한다는 민주적인 원칙에 입각한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면서, 서
번트 리더십에 의해 모든 구성원들이 부서나 팀의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
습이 촉진된다고 주장하였다. 박우순(2003)은 서번트 리더십을 전통적 리더십의 대안
적 의미로 직원들의 개인적 성장을 통한 조직의 질적 개선을 시도한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주장하였으며, Smith(1997)는 서번트 리더십을 부하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창조적인 역량을 일깨워 주는 리더십이라고 정의
하면서, 서번트 리더란 비전공유를 촉진시키는 학습자,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 정직하게 의사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무시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광의적 개념과 다르게 구체적 개념에서 살펴보면, Heifetz(1994)는 서번트 리더는
신뢰, 양육 및 공감대가 있는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성원들이 변화와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의무라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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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er(1999)는 서번트 리더십을 ‘섬세하며, 경청하는 리더, 구성원들과 동료들의 발
전을 장려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가 갖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pears(2002)는 서번트 리더십이 타인에 대한 봉사와 업무에 있어서 전체론적인 접
근, 집단의식의 형성,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힘의 공유를 강조하는 리더십이라고 주장
하고 있고, 이관응(2002)은 서번트 리더의 특성으로 리더로서 자신을 서번트 또는 지
원자로 인식하여 조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늘 학습하는
태도, 경청, 설득과 대화로 업무추진, 공동체 형성, 권한 위임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서번트 리더십이란 리더가 부
하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조직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서번트 리더십의 측정도구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연구도 세분화되고 있으며,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차원에 관해서도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번트 리더십의 창시자인 Greenleaf(1970)는 조력자로서의 리더는 존중, 봉사, 정
의, 정직, 그리고 공동체 윤리 등의 다섯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경청하고 공감대를 형
성하고, 고쳐나가고, 깨닫고자 노력해야 하며, 설득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 개발을 통해 위대한 꿈을 실현한다고 하는 개념에 최선을 다하고, 선경지명으로
서 스튜어드십을 발휘해야 하며, 사람을 성장하도록 하는데 몰입하고,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특성과 요건을 제시하였다.
Spears(1995, 2000)는 이러한 Greenleaf(1970, 1972)의 이론에 기초하여 서번트
리더십을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 리더의 권력은 부하로부터 기인한
다는 민주적인 원칙에 입각한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면서, 경청(listening), 공감
(empathy), 치유(healing), 설득(persuasion), 인지(awareness), 통찰(foresight), 비
전의 제시(conceptualization), 청지기 의식(stewardship) 등 10가지를 서번트 리더
십의하위 행동특성으로 제시하였고, 이 개념은 지금까지 서번트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근간이 되고 있다. 10가지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
2>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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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행동 특성
하위행동

특성
경청은 서번트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고, 부하에 대한

경청

존중과 수용적 태도로, 구성원의 의견을 주의 깊게 잘 듣는

관련성

태도라 할 수 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공감

는데, 구성원의 입장에서 상황과 견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업무로 인한 건강의 악화, 가족을 포함한 직장 동료, 구성원

치유

설득

인지

통찰
비전의 제시

청지기 의식

공감대
형성

들과의 관계악화와 같은 상처로부터 오는 구성원들의 정서적
감정과 업무적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리더로서 권위나 일방적인 지시나 통제가 아닌 쌍방향적인 대
화와 설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인지는 다른 사람보다 주변 환경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으로
전체적인 상황과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찰이란 경험과 직관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분명한 목표와 연결시켜

구체적
방향

방향을 설정해 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청지지 의식은 어떤 의사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하는 태도와 행위의 서

도덕성

번트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잠
구성원의 성장

재력을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라 할

성장

수 있다.
공동체란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이 갖는
공동체 형성

의미를 알고 함께 공유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이고 서번트 리더

협력

는 구성원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갖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행동

위해,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장려하는 행

장려

위라고 할 수 있다.
자료: Livovich(1999: 113-115)참고하여 재구성.

Livovich(1999)는 리더의 개인 특성과 지역 특성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리더의 교육수준과 리더로서의 경험 년 수, 지역의 학생 수가 서번
트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Spears(1995)의 10가지 차원을 바탕
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지만 그 요인구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Smis(1997)는 서번트 리더십 차원을 솔직한 대화, 상대의 입장을 이해, 공유 비전
의 촉진, 타인의 필요를 위한 노력, 성장, 공동체 형성과 협력 장려 등으로 구분하였
다. 또한 Boyer(1999)는 서번트 리더를 섬세하며 경청하는 리더, 부하들과 동료들의
발전을 장려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로 정의하였다. 그는 서번트 리더를 구별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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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①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② 격려하고 보살피며 편안한 분
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③ 부하를 존중하는 사람, ④ 도덕성을 갖춘 사람, ⑤ 관
계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 ⑥ 권한을 위임하고 학습을 장려하는 사람, ⑦ 부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사람 등 7개 차원으로 서번트 리더십의 차원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Laub(1999)는 41개 조직의 구성원 8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단위로 리더십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지각된 조
직의 서번트 리더십과 구성원의 업무 만족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서번트 리더십을 측정하여 사람에 대한
존중, 성장, 도덕성, 공동체의 형성, 리더십 발휘, 리더십 공유 등 6가지 차원으로 구
성된 사전적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실증분석에서는 단일차원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리더십의 하위 차원에 대한 학자들의 선행연구는 <표 3>에서 정리하였다.

<표 3>서번트 리더의 하위차원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Spears(1995)
Sims(1997)
Boyer(1999)
Laub(1999)
Patterson(2003)
Robert &
Mihai(2005)
Barbuto &
Wheeler(2006)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차원
경청, 공감, 치유, 설득, 인지, 통찰, 비전의 제시, 청지기 의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등 10개의 차원으로 구분
솔직한 대화, 상대의 입장을 이해, 공유비전의 촉진, 타인의 필요를 위한 노
력, 성장, 공동체 형성과 협력 장려 등의 7개 차원으로 구분
부하에 대한 이해와 존중, 격려와 보살핌 편안함, 도덕성, 권한위임과 학습조
장, 관계와 공동체의 형성, 신뢰 등 7개 차원으로 구분
사람에 대한 존중, 성장, 도덕성, 공동체의 형성, 리더십 발휘, 리더십 공유 등
의 6가지 차원으로 구분
서번트 리더의 구성모델 7가지 미덕 제시 - 아가페적 사랑, 겸손,
이타주의 비전, 신뢰, 봉사, 임파워먼트
Patterson(2003)의 모델을 기초로 하여 아가페, 겸손, 이타심, 비전,신뢰, 서비
스, 임파워먼트 등 7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모형을 제시하였지만, 실증분석에
서는 단일차원으로 제 변수와의 관계분석에 활용
Spears(1995)의 10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이타적 소명, 감정적 치유,
지혜, 설득, 조직의 청지기 정신 등 5가지 요인을 추출

자료: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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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의 실증연구를 위해 Barbuto & Wheeler(2006)가 개
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Barbuto & Wheeler(2006)는 위에서 설명한
Spears(1995, 2002)의 서번트 리더십 10가지 특성에 소명(calling)을 더하여 총 11
가지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추가된 특성인 소명은 서번트 리더십의 기본으로서 사람들
의 마음속에 내포된 타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봉사의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일찍이
Greenleaf(1970, 1972, 1974, 1996)의 연구에서 언급이 되었던 부분으로서 서번트
리더십의 모든 개념에서 나타나고 있는 속성들이기도 하다(Akuchie, 1993; Farling
et al., 1999; Graham, 1991; Polleys, 2002; Sendjaya & Sarros, 2002).
소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보면, Avolio & Locke(2002)는 리더가 조직과 조직구
성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타심이 필수라고 하였고, Choi &
Mai-Dalton(1998)은 조직에서 부하들로부터 존경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심 없는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소명은 서번트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
이면서 조직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
을 위해 나의 개인적인 이해를 초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Barbuto & Wheeler(2006)는 이와 같은 11개의 특성을 바탕으로 최초 56개의 설
문항목을 만들었으며 이를 388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을 거쳐 최
종적으로 2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타적 소명(altruistic), 감정적 치유(emotional
healing), 지혜(wisdom), 설득(persuasion), 조직의 청지기 정신(organizational
stewardship)과 같은 5개의 하부요인을 추출하였다.

3) 서번트 리더십의 선행연구
많은 학자들이 서번트 리더십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먼저 Walker(1997)
는 서번트 리더십이 어떻게 조직에 적용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으로 인해 조직의사결정
구조가 수평적 구조로 변화되었고 신뢰와 조직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발표하였다.
Talyor & Gillham(1998)은 교육 종사자 12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번트 리더는 구
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성, 공동체의식,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써 서번트 리더란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인의식
을 고취시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조직과 일하는 환경을 개선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Laub(1999)는 41개 조직의 8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
단위로 서번트 리더십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지각된 조직의 서번트 리더십 정도와 구성원의 업무 만족은 긍정적인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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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밝혔다. Livovich(1999)는 공립학교 교육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리더의 개
인특성과 지역특성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높
은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 지역의 학생 수가 많을수록 서번트 리더십 특성이 나타났
다. 그리고 리더의 교육수준과 리더로서의 경험 년 수, 지역의 학생 수가 서번트 리더
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Wheaton(1990)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서번트 리
더십의 특성과 지각된 효과적인 리더의 특성과의 관계에서 경청, 공감, 인지, 공동체
형성, 통찰, 비전 제시 등이 효과적인 리더의 특성임을 제시하였다. Girard(2000)은
40명의 교육장을 대상으로 하여 나이와 교육장으로서의 경험 년 수, 관리자 수에 따
라 서번트 리더십에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과 업무 관계에 대
한 지각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황인경(2001)은 Spears(1995)가 제시한 서번트 리더
십의 10가지 특징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하여 공감대 형성, 인지, 통찰, 비전의 제시,
청지기 의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등 7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정기산
(2002)은 Spears(1995)의 서번트 리더십 10가지 특징과 황인경(2001)의 설문내용
을 참고하여 15개 문항을 주요변인으로 선정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재연(2002)은 서번트 리더와 신뢰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은
신뢰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김익철(2003)은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내며 일반직 사원들의 경우 개인 및 임파워먼트 모두가 서번트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다.
윤대균(2004)은 Greenleaf(1970)의 이론에 기초하여 Spears(1995)가 제시한 서
번트 리더십 10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정기산(2002), Livovich(1999), Laub(1999),
Girard(2000) 등의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33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서번트 리더십은 5개의 하위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영희(2004)는 Laub(1999)가 개발한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33가지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상사에 대한 만족,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상사에 대한 신뢰가 상사에 대
한 만족을 제외한 다른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박
명숙(2004)도 보험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형과 조지유효성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상사의 리더십이 서번트형일 수록 직무만족, 조직몰입, 그리고 업무
의 충실성에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배언철(2006)은 일반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번트 리더십 관련 연구에서
김영희(2004)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4개의 하위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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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서번트 리더십은 상사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조직몰입의 경우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규범
적 몰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한(2006)은 호텔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성
현(2007)은 충북지역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하 500명을 대상으로 서번트 리
더십과 종업원의 리더신뢰 그리고 조직몰입에 관한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4개로 나누
어진 하위차원을 실제 분석에서는 단일차원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서번트 리
더십은 종업원의 리더신뢰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종업원의 조직몰입은
서비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서번트 리더십은 종업원의 조직몰입을 통해
서비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효능감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효능감의 개념
효능감은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후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역량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
한다. 초기의 효능감 연구에서는 주로 자기 효능감의 효용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차츰 집단 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2) 효능감의 구성요소
⑴ 자기 효능감
최근 조직 행동 연구에서 개인의 성과 예측 변수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기 효
능감 개념은 Bandura(1981, 1987)의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 최초로 도출된 개념으로
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믿음”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단순한 미래 행위의 측정 지표 이상
의 것으로, 성공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자원과 기술을 전반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생성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특정 과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성과를 달성한다. 둘째, 자기 효능
감은 과거의 성과보다 종종 미래의 성과를 더 잘 예측한다. 셋째, 자기 효능감은 능력
이 통제되었을 때에도 성과와 유의한 관련을 갖는다. 자기 효능감의 결정 요인으로는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과달성, 다른 사람의 성과를 관찰하는 다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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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언어적 설득, 그리고 신체적 상태 등 네 가지 정보 원천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단서들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효능감을 결정하는 것
은 이러한 단서들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와 통합이다. 이 네 가지 외에 통제 가능성,
목표 할당, 논리적 입증, 퍼스낼리티 등도 결정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⑵ 집단 효능감
집단 효능감 개념은 Bandura(1986), Shamir(1990), Riggs & Knight(1998)에 의
해 정의되고 있으며, 집단 효능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여 일정
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 차원의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이는 개인 수준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
음인 자기효능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그 전개 과정이나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집단 효능감과 유사한 개념
으로 집단 잠재력 개념이 있는데 집단 잠재력이란 집단 역량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유
된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기 효능감, 집단 효능감, 집단
잠재력 개념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자기 효능감, 집단 효능감, 집단 잠재력 개념의 차이

구분

개념

자기 효능감

집단 효능감

집단 잠재력

특수한 업무를 성공적

성공적으로 집단과업을

성공적으로 집단과업을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집단

수행할 수 있는 집단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개

능력에 대한 구성원 개

능력에 대한 집단 구성

인적 믿음

인의 믿음

원들의 공유된 믿음

믿음의 대상

개인

집단

집단

4. 조직몰입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몰입이라는 용어
는 원래 사회학 분야에서 개인과 조직행위를 분석

위한 개념으로 쓰였다. 그러다가

1960년대 조직행태론에서 조직몰입이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한 뒤부터 사회학, 산업심
리학, 조직행동학자들이 조직문제와 관련하여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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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Becker, 1960: 32). 조직몰입이란 용어는 직무만족과 함께 조직구성원
개인이 조직에 대해 갖는 특성을 나타내고 이해하는 개념으로 중시되고 있다. 최근
리더십 효과성 측정지표로 조직몰입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조직몰입이 조직구
성원의 기여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몰입은 비교적 장기적이고 안정적이어서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직몰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보편화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사회과학의 많은 개념들이 그렇듯이 조직몰입이라는 개념도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전공분야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같은 분야에서도 연구자
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Morrow(1987:
487-489)같은 학자는 이미 발표된 조직몰입에 관한 논문 29편을 검토한 결과, 조직
몰입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많은 측면에서 정의된 까닭에 조직몰입이라는 개념을 파
악하는 일은 오히려 혼동을 조장한다고 한탄하기도 하였다.
조직몰입의 발전은 조직 내 많은 경험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
은 연구들은 조직몰입을 태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조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 성향으로 정의하면서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강한 신뢰감과 수용의사, 그리
고 조직을 위해 열심히 하려는 의사,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 등으
로 조직을 경험한 후에 형성되는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조직몰입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이 조직에 대한 만족감, 소속감, 자부심, 충성심 등과 같은 감정을 통하여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도(정서적 몰입)이며, 둘째, 조직을 떠남으로써 잃게 될지도
모르는 축적된 투자나 부수적 투자 때문에 조직 구성원으로서 남아 있다고 느끼는 개
인적 경험의 정도(지속적 몰입)이며, 셋째는 조직의 목표, 가치 및 사명의 내면화를
통해 조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상태(규범적 몰입)라고 할 수 있다.

2)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조직몰입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Meyer & Allen(1990)의 연구로 그들은 조직몰입
을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Meyer,
Allen, & Smith(1993)는 조직몰입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연구에서 제
시했던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와 측정으로는 조직몰입에 대한 제한적인 설명만이 가능
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Meyer & Allen(1990)의 다차원 조직 몰입의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으로 조직에 대하여 구성원이 느끼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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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애착심 즉, 충성심, 호의 따뜻함, 소속감, 다정함, 행복감, 유쾌함 등과 같은 감정
을 통하여 조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도를 말한다. 즉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하여 열정과 충성심을 스스로 행사하려는 의지이며, 조직에 대한 자
긍심이나 조직과 연계를 맺으려는 욕망 등의 감정이다.
이러한 몰입은 개인특성과 조직 및 직무관련 특성, 그리고 직무경험으로부터 나타
나며 조직 내에서 자신들의 욕구나 기대에 부합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온 조직구성원
들이 그렇지 않은 조직구성원들보다 조직에 대해 더 강한 애착을 가진다.
둘째, 계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으로 조직에 머무름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조직을 떠남으로써 얻게 되는 손실을 고려하는 경제적인 측면의 몰입으로 정
의 될 수 있고, 종업원이 조직을 떠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으로서 남아
있다는 개인적 경험의 정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조직을 떠나는 손실비용이 크기
때문에 현 조직에 구성원으로서 잔류하고 싶은 개인적 경험의 정도로서, 현 조직을
떠나게 되면 잃게 될 축적된 투자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요소들을 인지하게 될 때 그
리고 조직에 남는 것과 비교할 만한 대안이 불확실할 때 형성된다(Becker, 1960:
30-36).
Meyer & Allen(1990)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몰입이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으로
부터 나오게 되는 자발적 몰입인데 비해 계속적 몰입은 조직과의 관계에서 이익과 손
실의 합리적 계산에 의해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의 몰입으로서 비자발적 몰입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서적 몰입은 스스로 원하여 몰입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계속적 몰입은 필요에 의해서 구성원들이 조직에 잔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직무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셋째,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으로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 가치 및 사
명의 내면화를 통해 조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도를 말한다.
즉 조직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조직이 부여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한다는
내재적 가치관이다(Meyer & Allen, 1990: 235-243). 규범적 몰입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서몰입과 유사하다. 단지 조직에 몰입해야 한다(ought to)는 사회의 규범에 의
해서 몰입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는 조직에 몰입되는 원인이나 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조
직에 대해 갖는 하나의 태도로 보기 때문에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도 태도 일반의 구성
요소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조직몰입도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
해 갖는 태도의 하나로, 조직목표의 수용․조직에 대한 애정․조직을 위한 노력이라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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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구성요소를 갖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인 공무원이 행정 기관에 대해
갖는 태도의 하나로 인지적․감정적․행태적 요소를 갖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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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의 분석틀

1.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는 공․사 조직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 효능감, 조직몰입
의 관계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변혁적․서번트
리더십과 효능감, 조직몰입간의 이러한 관계를 공․사조직간에 비교하고 그 차이의 원
인을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목적과 변수들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문헌연구
들을 토대로 변혁적 리더십(카리스마, 개별고려, 지적자극)과 서번트 리더십(이타적
소명, 감정적 치유, 지혜, 설득, 조직의 청지기 정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며, 매개
변수로는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을, 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으로는 조직몰입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개념적인 연구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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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가설 설정
가설 1.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의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자기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집단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자기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집단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구성원들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구성원들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구성원들의 집단 효능감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은 변혁적 리더십 및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1 변혁적 리더십은 자기 효능감을 통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서번트 리더십은 자기 효능감을 통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변혁적 리더십은 집단 효능감을 통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4 서번트 리더십은 집단 효능감을 통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기업조직보다 행정조직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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