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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업경영에 있어 관리자의 리더십은 경영성과 달성과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및 효율적 활용 가능성
으로 가름할 수 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태도와 능동적 대응을 통한
기업경영의 경쟁력 향상은 관리자의 경영능력과 리더십에 의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
은 기업경영에 있어 관리자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간이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가능성을 경기지역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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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첫째,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둘째, 카리스마, 분발고취, 상황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는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
족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Ⅰ. 서 론

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직과 구성원간의 목
표달성을 내포하는 과정지표이다(최익봉, 2004).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 중 나타내고 있는 직무만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와 생존

족과 조직몰입은 성과와 목표달성 및 생산성향상

에 대한 이중적 변화 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글로

과 품질혁신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기 때

벌 환경 변화에 취약한 기업의 경우 조직의 생존

문에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중요한 변수로 지

을 위해 경영운영 체계와 조직변화에 대한 새로운

적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 확보와 유지에 어려

패러다임과 가치설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은

움을 격고 있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변혁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리더십을 강요받고 있

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다. 즉, 경영자에게 목표달성을 위해 잠재 역량을

조직몰입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자 많이 진행되

최대로 발휘하여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고 있으나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함으로써 이윤추구의 극대화라는 역할을 강요받

미진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기

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성 향상과 목표달성이라는

지역(시화, 반월, 부천)의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

두 가지 관점에서 경영자의 중요성과 역할을 찾을

으로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수 있다(이준재·윤승현, 2009). 특히 인적자원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 및 인과관계를

대한 의존도가 높은 조직의 경우 최적의 인적자원

분석한 후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확보와 유지는 조직 생존과 성장의 성패를 결정하

한다.

는 중요 지표라는 측면에서 경영자의 역할이 크다
는 것을 엿볼 수 있다(김형섭, 2005). 이처럼 경영
자의 역할은 성과창출과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

Ⅱ. 이론적 배경

의 내제된 업무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김남현 역, 2009). 즉 리더
의 역할은 조직구성원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

1.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록 직무수행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고, 내재된 잠
재역량을 발휘하여 조직몰입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황순애·최정길, 2006).

리더십의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다. 즉 리더
십을 합법적 권한을 가진 리더가 목표달성을 위

한편 관리자의 조직경영과 매우 밀접한 상관성

해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들의 욕구를 조정

이 있는 것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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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권환진, 2011)

대한 욕구 충족, 개인의 차별성과 특수한 욕구를

이라고 정의한 반면에 나순복(2008)은 리더십을

충족하는 변혁적 과정을 촉진시키는 특징을 가지

리더 자신뿐만 아니라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고 있다(현복희, 2006). 셋째, 지적자극은 직접적

현상과 영향력을 받는 구성원까지 포함하는 인과

인 행동 변화와 자극보다는 믿음과 가치, 신념, 상

관계라고 지적하였다.

상력과 사고, 문제해결과 문제인식에 있어 구성원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은 Burns(1978)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

을 변화시키고, 자극시키는 리더 역량을 의미한다
(김세리·안택균, 2007).

는데, 이러한 리더십은 구성원을 격려하여. 이들

한편 Burns(1978)는 거래적 리더십을 조직목표

이 평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업무수행 역량을

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강한

발전시키기 위하는 것으로서 주로 혁신적, 창조적

카리스마로 조직의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현재 조

인 확신, 비전, 혁신에 대한 지원, 자율성, 격려, 도

직이 존재하고 있는 현상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

전정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Bass & Avolio,

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거래적 리더십은 전통적

2004). 즉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업

인 리더십 개념으로 리더가 조직 특성에 맞게 주

무수행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직무역량을 향상 주

어진 상황에 따라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며, 지속적 동기부여로 목표달성과 업무성과에 대

처벌을 사용함으로써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

한 가치를 내재화 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

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Bass, 1985; House, 1999;

다. 이러한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에 대한 복종 그

Bass & Avolio, 1990). 즉, 리더가 행동·보상·인센

이상에 대한 내용을 동기화하여 구성원들이 조직

티브를 사용해 구성원으로 부터 바람직한 행동을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욕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

유발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상호 우호적인 영향을

로 윤리적 및 도덕적 동기와 욕구에 중점을 두어

주고받음으로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교환이나 거

구성원의 다양한 신념, 가치, 욕구의 변화를 이끌

래관계에 서로에게 상호가치 있는 것을 행사하는

어내는 과정이다 (Bass, 1985; 채순화, 2004).

과정이라 볼 수 있다(Burns, 1978; Bass,1985).

또한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변수로 카리스마,

이러한 리더십은 성과에 대한 제시목표 달성에

개별적 고려, 지적자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

(Bass, 1985; Bass, 1990; 윤상돈·추헌, 2006). 첫

은 자신에게 제시된 과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

째,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선을 다하게 된다(Yammarino & Bass, 1990). 또

인식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조직구성원에게 성

한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 요인으로 조건적 보상,

공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와 사명을 선포함으

예외적 관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건적 보상은

로써 구성원이 리더에 대한 존경과 신뢰감을 느끼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

며, 리더와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만들고, 비전과

어 창출보다 관리의 효율적 과정에 중점을 두고

목표 및 사명에 의하여 구성원을 각성과 분발 및

있다(윤상돈·추헌, 2006). 즉, 리더 자신이 규정한

고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개별적 배려는

업무에 대해 구성원이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였을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사를 상호

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

공유하며, 상호 호의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극대화

면에 예외적 관리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다양한

할 수 있도록 조언자의 역할, 멘토와 코치로서의

리더가 예외적인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역할, 우의와 동료애, 개인의 이미지 강화, 정보에

인 경우 구성원의 업무수행과정에 개입하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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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경우 간섭하지 않는 상황적 기피라고 볼

것을 의미 한다.

수 있다(이수광, 2006).

3. 직무만족
2. 조직몰입
Locke(1976)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만족한다는 심리적ㆍ환경적인 상황의 모든 결합

최정길(2006)은 특정조직에 대한 개인들의 동일

이라고 정의한 반면에 신유근(1996)은 개인이 업무

시, 몰입의 상대적인 강도로 구성원이 자기가 속

수행에 갖고 있는 인지, 정서, 행동의 복합체라고

한 조직과 목표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고, 조직 일

하였다. 유기현(1982)은 개인의 일상적인 가치, 신

원으로서 존속하려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김형섭

념, 욕구 수준 차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지여 소

(2005)은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얼마만

유하게 되는 감정적 상태라고 보았다. 또한 김대

큼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느냐의 정도라고 정의한

권(2000), 이선희 (2008)은 업무수행에 대한 긍정

반면에 안대희 (2009)은 자신의 조직에 대한 동일

적 또는 부정적 감정반영이며, 업무수행의 물리

시, 일체감, 애착심으로 조직 일원으로서 지속적으

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하였

로 남고자하는 의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직몰입

다. 즉, 직무만족은 구성원이 업무수행 성과에 직·

을 조직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써 자신과 조직을

간접적인 영향력을 주어 목표달성과 생산성 향상

동일시하고 조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직률과 결근율 등을 감소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 또는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직무만족을 통해

깊은 애착심과 애사심으로 조직에 대한 동일시와

개인적 측면은 장기근속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정

조직 가치에 대한 내면화, 조직에 대한 순응라고

서적 행복감의 증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본 Greenberg & Baron(2002), Anderson &

있으며, 조직적 측면은 경영성과와 조직유효성을

Willians(1991), O'Relly and Chatman(1986) 등과

기반으로 한 경영평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유사하게 장석인(2006)도 조직이 추구하는 경영

(김경희·정은주, 2006). 따라서 직무만족은 업무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 조직을 위

행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유하는 것이

해 애쓰려는 의지를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중요하며, 성과향상과 생산성에 직·간접적으로 나

Meyer et al.(1982, 1993)는 조직몰입을 3가지

타낸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손재근, 2008).

차원인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 1960년대 Myers는 성

으로 범주화 했다. 정서적 몰입은 구성원의 충성

취감, 책임, 성과, 승진, 직무의 즐거움, 안정감을 제

심, 호의, 따뜻함, 소속감, 행복감, 유쾌감 등과 같

시하였고, 1970년대는 Locke(1976)는 직무, 급여, 승

은 감정을 통하여 조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진, 인정도, 복리후생, 작업조건, 감독 등으로 정리

심리적 애착 정도를 의미하는 자발적 몰입인 반면

하였다. 한편 Steers(1984)에 의하면, 직무만족의

에 지속적 몰입이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얻을

하위변수로서 직무, 보수, 승진기회, 상사, 동료작

대안이 없거나 이직으로 인한 희생이 있을 경우

업자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중 한 가지 요인에 불

조직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

만족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은 만족한다는 주장

미한다. 또한 규범적 몰입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

이다.

형성되는 의무감 때문에 조직에 남아 있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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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및 직무

나 거래적 리더십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

만족과의 관계

적 리더십보다 직무만족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강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

병남·박재연(2009)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신형

족간의 인과관계 연구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섭·강종천(2007)는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O'Relly & Chatman, 1986; 신강현·김윤태, 2009;

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신현호, 2007; 이수광, 2010, 백종섭, 2011; 정승우,

미치지만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

2010; 권혁기·박봉규, 2010; 조선배·변정우, 2010,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건·

여운승, 2011; 정재명, 2011; 박동영, 2011). Avolio,

최해수(2010)는 리조트 기업의 리더십 연구결과

waldman and Einstein(1988)은 변혁적ㆍ거래적 리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 요인은 정성적 및 지속

더십과 조직유효성 관계에 구성원의 정서적 반응

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

을 매개변수로 한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

으며,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요

적 리더십보다 구성원에게 도전과 책임을 맡도록

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으며, 동기부여를

냈다. 정승우(2010)는 연구개발팀의 리더십 연구

강화하는데 더 나은 역할을 하며, 또한 변혁적 리

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모두 조직

더의 특성을 인지한 구성원은 자기효능감을 통해

몰입과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성공적인 업무수행과 상호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있음을 보였다(Avolio & Gibbons, 1988). Griffith(2004)

변재우·고재윤(2012)은 카리스마, 동기부여 등

는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신형섭·박근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2010)은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별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이나 직무

적 배려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만족, 이직의도 등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서 조선

오영섭(2009)은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카리스마

배·권형섭(2007)은 호텔 종사자를 대산으로 한 연

의 순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반

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면에 조선배·변정우(2010)는 카리스마, 지적자극,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신강윤·김윤

개별적 배려의 순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태(2009)와 김규남(2011)도 여행사 관리자와 카지

고 지적하였다. 서울, 경기 및 대구지역의 금융과

노 사업관리자의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종사

건설 및 IT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증한 유동

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웅·신진교(2013)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

조사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과 직무만

만족과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으나, 거래

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적 리더십은 부분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냈고 있다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고 보았다. 박동영(2011)는 태권도 지도자의 변혁
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정재명(2011)는 책임운
영 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
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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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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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주요변인의 기초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은 매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인 간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역할을 할 것이다.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에서 조직 내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른 회귀

Ⅲ. 연구방법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에 유의한 영향이 있어야 하며, 2단계는 독립변
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이 있어야 하며, 3단
계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분석방법

영향이 있어야 한다. 3단계의 분석결과 매개변인
본 연구는 경기지역(시화, 반월, 부천)의 중소

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독립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

리더십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우를 완전매개라고 하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분석하는 것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1단계에서 보다 감소하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의 경우 Bass & Avolio

는 경우를 부분매개라 한다. 다섯째, 매개효과가

(1992)가 사용한 척도를 정지명(2008)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나타낸 진단내용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의 절차는 독립변

였다. 또한 조직몰입에 대한 변인은 Allen &

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준화된 베타값

Meyer(1990)가 개발하고 강신규(2002), 양관석

(a)과 표준오차값(  )을 구하고, 매개변인이 종속

(2001), 국승오(2009)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준화된 베타값(b)과 표준

직무만족은 Steers(1984)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한

오차값( )을 구하여 Z=(a×b)/√( ×     ×  )

이광용(2005과 정지명(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구성의 경
우, 변혁적 리더십은 14문항, 거래적 리더십은 10
문항, 직무만족은 18문항, 조직몰입은 24문항 그
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6개 문항(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속기간, 직종) 등 총 76개 문항으로

공식을 통해 구한다. Z 값이 +1.96 이상이거나 –
1.96 이하이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구성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을 제외한 70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기지역(시화, 반월, 부

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천)의 구성원들 중 2014년 상반기 중소기업 핵심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간 척도를 활용하였다.

직무 교육과정에 참석한 재직자들을 모집단으로

한편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프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9일

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거쳤

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

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

포하여 287부(95.7%)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1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α 계수를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최종적으로 유효설문지 256부(85.3%)가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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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56)
항목

구분

빈도(명)

구성비(%)

남

174

67.9

항목

성별

빈도(명)

구성비(%)

사원

27

10.5

대리

82

32.1

여

82

32.1

과장

78

30.5

20대

10

3.9

차장

51

19.9

30대

136

53.1

부장이상

18

7.0

40대

103

40.2

3년 미만

70

27.3

50대

6

2.3

고졸이하

16

6.3

초대졸

104

40.6

직급

연령

교육
수준

구분

대졸

118

46.1

대학원

18

7.0

근속
년수

업무

3-5년

143

55.8

5년 이상

43

16.9

영업기술

127

49.6

관리/총무

71

27.7

연구개발

21

8.2

재무/회계

12

4.7

기획/전략

25

9.8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기

고려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을 측정하였

술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남자 174명

다.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추출요인

(67.9%)으로 여자(82명, 32.1%)보다 많았고, 연령

수를 제한한 주축 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

은 30대(136명, 53.1%)로 가장 높게 나타냈으며,

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특성상 요인 간 상관을 가

직책은 대리급(82명, 32.0%)로 나타냈다. 한편 업

정하는 직교 회전(Direct Oblimin)방법을 사용하

무는 기술영업(127명, 49.6%)이며, 근속기간은 3

였다. 다차원으로 구성된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5년(143명, 55.8%), 최종학력은 대졸(118명, 46.1%)

리더십, 조직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

이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면 다음 <표 2>, <표 3>, <표 4>와 같이 나타내

다음 <표 1>과 같이 분석되었다.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변인중 단일요인인 직무
만족(III-1∼18)의 경우, 한 문항을 빼고 모두 요
인부하량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II-1 .653, III-2 .646, III-3 .604, III-4 .650, III-5

Ⅳ. 연구결과 및 가설검증

.622, III-6 .648, III-7 .645, III-8 .645, III-9 .646,
III-10 .527, III-12 .754, III-13 .673, III-14 .696,
III-15 .719, III-16 .756, III-17 .561, III-18 .697).

1.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다음으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도구의 타당성과 신뢰

Cronbach α 값을 측정하였고, 모든 변인이 0.70

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문항 점수의 분산을

이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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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매개변인

번호

카리스마

변혁적 리더십

개별적 고려

분발고취

I-1
I-2
I-3
I-4
I-6
I-8
I-9
I-10
I-11
I-12

1
.808
.880
.871
.794
.168
.129
-.119
.116
-.063
.035

요인
2
.077
.026
-.046
.040
.722
.782
.951
.014
.047
-.022

3
-.022
-.002
.075
.069
-.003
-.025
.081
.716
.907
.822

<표 3>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인

번호

조건적 보상
거래적 리더십
예외관리

II-1
II-2
II-3
II-4
II-5
II-7
II-8
II-9
II-10

요인
1
.756
.796
.814
.852
.758
-.024
-.010
.035
-.010

2
-.147
-.048
-.106
.103
.178
.712
.805
.793
.722

<표 4> 조직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매개변인

정서적 몰입

조직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번호
IV-1
IV-2
IV-3
IV-4
IV-7
IV-8
IV-11
IV-12
IV-14
IV-16
IV-22
IV-23
I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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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90
.616
.788
.523
.563
.754
.013
.006
-.060
.054
.001
-.024
.087

요인
2
.087
.119
-.087
.006
-.096
-.073
.799
.810
.710
.520
.007
.040
.065

3
.032
.051
-.040
.057
-.238
-.156
-.115
-.036
-.020
.041
-.765
-.774
-.655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연구

<표 5>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하위 변인

Cronbach α

카리스마

.935

개별적 고려

.914

분발고취

.888

전체

.958

상황적 보상

.894

예외적 관리

.844

전체

.742

변인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926
정서적 몰입

.834

지속적 몰입

.811

규범적 몰입

.798

전체

.838

체적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첨도 및 변인 간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공선성 진단 결과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고, VIF
값이 1.000 이상 10.000 이하임으로 보아 다중공선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카리
스마

구분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분발
고취

상황적
보상

예외적
관리

직무
만족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

1
.294**

1

1

개별적 고려
분발고취

.812**
.813**

1
.786**

1

상황적 보상

.778**

.766**

.795**

1

예외적 관리
직무만족

-.217**
.763**

-.138**
.701**

-.181**
.720**

-.067
.732**

1
-.057

1

정서적 몰입

.431**

.406**

.404**

.422**

.068

.632**

1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

.205**
.272**

.200**
.272**

.155**
.273**

.245**
.248**

.191**
.040

.251**
.397**

.217**
.471**

평균

3.46

3.56

3.56

3.52

2.95

3.59

3.42

3.22

3.52

표준편차
왜도

0.84
-.491

0.86
-.439

0.83
-.628

0.76
-.501

0.78
.266

0.58
-.195

0.66
-.378

0.76
.064

0.75
-.338

.128

-.092

.556

.880

.003

.876

.876

-.028

.403

첨도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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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

입을 22.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들 중 카리스마(β=248, p<01)와 예외적 관리(β

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154, p<01)는 정서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3.1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된 베타값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리더의 카리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
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스마가 높을수록 리더의 예외적 관리보다 정서적
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혁적ㆍ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가설 2의 검증 결과, F값이 144.632(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고, 직무만족을 64.2%

첫째,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카리스마(β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설 1의 검증 결과, 회

=.407, p<001), 분발고취(β=.238, p<05), 상황적

귀모형이 적합하고(F=23.577, p<.001), 정서적 몰

보상(β=.238, p<001), 예외적 관리(β=.086, p<01)

<표 7> 리더십 유형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

구분

SE

1.579

.193

카리스마

.195

.071

.248

2.742**

개별적고려

.055

.064

.072

.858

분발고취

.060

.070

.076

.865

상황적보상

.107

.071

.123

1.502

.154

예외적관리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
직무만족 →
정서적 몰입
(가설 3)

.129

.039
.115

카리스마

.280

.042

.407

6.636***

개별적고려

.054

.038

.081

1.428

분발고취

.106

.041

.152

2.557*

상황적보상

.181

.042

.238

4.277***

예외적관리

.063

.023

.086

2.764**

(상수)

.570

.191

-.037

.065

카리스마
개별적고려

F

.220

23.577***

.642

144.632***

.406

46.706***

3.350**

2.984**
-.047

-.560

.010

.056

.013

.180

-.027

.061

-.034

-.443

상황적보상

-.043

.064

-.049

-.670

예외적관리

.077

.034

.092

2.263*

직무만족

.825

.074

.724

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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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9***

분발고취

*p<.05, **p<.01, ***p<.001

수정된

8.174***

1.222

(상수)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 → 직무만족
(가설 2)

β

t

B
(상수)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 →
정서적 몰입
(가설 1)

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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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상은 직무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직무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화된 베타값을 기

만족을 매개로 정서적 몰입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

준으로 판단했을 때, 리더의 카리스마, 분발고취

로 분석되었다.

와 상황적 보상, 예외적 관리 순으로 정서적 몰입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혁적ㆍ거래

3.2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지속적 몰입에

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영향을 분석하는 가설 3의 검증 결과, F값이
46.706(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고, 정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

서적 몰입을 40.6%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

또한 예외적 관리(β=.092, p<.05)와 직무만족(β

과는 <표 8>과 같다. 첫째, 변혁적ㆍ거래적 리더

=.724, p<.001)는 정서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

십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결과(가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설 1),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화된 베타값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직무만

(F=10.316, p<.001), 또한 지속적 몰입은 10.4% 설

족, 리더의 예외적 관리 순으로 정서적 몰입을 높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중 예외적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β=.222, p<001)는 지속적 몰입에 통계적으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예외적 관리는 1단
계 검증과 3단계 검증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직무만족이 투
입됨에 따라 예외적 관리의 표준화 계수 β값이 감
소했고(β=.154 → β=.092), 설명량(   )은 증가했
다(   =.220 →   =.406). 따라서 예외적 관리가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은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둘째,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설 2는 <표 7>의 결
과와 동일하다. 셋째,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가설 3의 검증 결과, F값이 9.246(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고, 지속적 몰입을 11.0% 설
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예외적 관리(β

test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예외적 관리를 독립

=.209, p<.001)는 지속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

변인으로, 직무만족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표준화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된 베타값(β=.086)과 표준오차값(SE=.023)을 구

러나 매개변인인 직무만족은 지속적 몰입에 통계

하고, 직무만족을 독립변인으로, 정서적 몰입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따라서 직

종속변인으로 두고, 표준화된 베타값(β=.724)과

무만족은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과 지속적 몰입

표준오차값(SE=.074)을 구하여 Z공식에 대입하였

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Sobel test 결과, Z값이 3.49274739로 +1.96 이
상이기 때문에 매개변인인 직무만족의 부분매개

3.3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규범적 몰입에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편, 카리스마는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직무만족을 매개로 정서적 몰입에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규범적 몰입에 미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분발고취와 상황적

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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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
B
SE

구분
(상수)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 →
지속적 몰입
(가설 1)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분발고취
상황적 보상
예외적 관리
(상수)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 →
직무만족
(가설 2)

표준화계수
β

t

1.647

.239

.159
.043

.088
.079

.175
.049

1.804
.544

-.135

.086

-.148

-1.572

.205
.215

.088
.048

.204
.222

.115

.280
.054

.042
.038

.407
.081

6.636***
1.428

분발고취

.106

.041

.152

2.557*

상황적 보상
예외적 관리

.181
.063

.042
.023

.238
.086

4.277***
2.764**

1.407

.270

.103
.032

.092
.079

.114
.037

1.119
.409

-.156

.087

-.171

-1.805

.169
.203

.090
.048

.169
.209

1.880
4.218***

.197

.104

.150

1.888

조직신뢰

F

.104

10.316***

.642

144.632***

.110

9.246***

2.321*
4.506***

1.222

카리스마
변혁적ㆍ거래적
개별적 고려
리더십/직무만족 →
분발고취
지속적 몰입
상황적 보상
(가설 3)
예외적 관리



6.893***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상수)

수정된

10.639***

5.208

*p<.05, **p<.01, ***p<.001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첫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예외적 관리는 1단

영향을 분석하는 가설 1의 검증 결과, 회귀모형이

계 검증과 2단계 검증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

적합하고(F=8.319, p<.001), 규범적 몰입을 8.4%

석되었으나 3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인들 중 예외

나타났다. 이는 매개변인인 직무만족이 투입됨에

적 관리(β=103, p<.05)는 규범적 몰입에 통계적으

따라 예외적 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

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둘째,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이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설 3의
검증 결과, F값이 13.303(p<.001)으로 본 회귀모
형이 적합하고, 규범적 몰입을 15.5%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직무만족(β=.454, p<.001)
은 규범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

었기 때문에 직무만족은 예외적 관리와 규범적 몰
입의 관계에서 완전매개(perfect mediation) 효과
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완전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예외적 관리를 독립변인으
로, 직무만족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표준화된 베
타값(β=.086)과 표준오차값(SE=.023)을 구하고,
직무만족을 독립변인으로, 규범적 몰입을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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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리더십 유형이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
B
SE

구분
(상수)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 →
규범적 몰입
(가설 1)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 → 직무만족
(가설 2)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
직무만족 →
규범적 몰입
(가설 3)

표준화계수
β

t

2.194

.238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112
.086

.088
.079

.126
.099

1.280
1.091

분발고취

.117

.086

.129

1.358

상황적 보상
예외적 관리

-.022
.098

.088
.048

-.022
.103

-.245
2.069*

(상수)

1.222

.115

.280
.054

.042
.038

.407
.081

6.636***
1.428

분발고취

.106

.041

.152

2.557*

상황적 보상
예외적 관리

.181
.063

.042
.023

.238
.086

4.277***
2.764**

(상수)

1.474

.259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053
.054

.089
.076

-.059
.062

-.598
.712

.054

.083

.060

.652

-.128
.061

.086
.046

-.130
.064

-1.487
1.324

.589

.100

.454

상황적 보상
예외적 관리
조직신뢰



F

9.210***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분발고취

수정된

.084

8.319***

.642

144.632***

.155

13.303***

10.639***

5.683***

5.889***

*p<.05, **p<.01, ***p<.001

인으로 두고, 표준화된 베타값(β=.454)과 표준오

더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통해 조직성과,

차값(SE=.100)을 구하여 Z공식에 대입하였다. Sobel

목표달성,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품질혁신의 정

test 결과, Z값이 2.88625209로 +1.96 이상이기 때

도를 분석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문에 매개변인인 직무만족의 완전매개효과가 통

와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선행연
구(유동웅·신진교, 2013)의 선행연구 결과와 많이
일치하고 있다. 즉 카리스마와 예외적 관리는 정

Ⅴ. 결 론

서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리더의 카리스마
가 높을수록 리더의 예외적 관리보다 정서적 몰입

본 연구는 중소기업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외적 관리 역시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간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직 리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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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ssier & Achua (2004)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연구에서는 지역과 업종의 확장을 통해 일반화할

본 연구에서도 리더의 업무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수 있는 리더십 및 조직태도 연구가 지속되어야

등 조직 구성원의 태도적 측면과 더불어 이들의

할 것이다.

개별적인 관심에서도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구성
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으로 거래적 리더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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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ransformational & Transac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Kim, Moon JunㆍChang, Sug-I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find out what are the influences of employees at small-medium
sized companies located in Gyeong-Gi(Sihwa & Banwol & Bucheon city) industrial complex on work
satisfaction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s according to the managers’ leadership typ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e analyzed the measured result of Likert scale 5 of 256 copies
of effective data conducted from May 9 to May 27 2014 by using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manager’s leadership type showed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it has been analyzed that a charisma, endeavor inspiration,
circumstantial reimbursement and exceptional management statistically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work satisfaction. Third,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work satisfaction as to managers has
a statistical meaning to a work satisfaction of a total mediating effect at a mediating effect on the
managers’ leadership types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Keywords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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