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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리더의 카리스마는 카리스마  리더십이론이나 변  리더십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구문화에서 매우 정 인 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카리스마

 리더십에 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선행연구가 없으며 국내의 연구들은 서

구의 (네오) 카리스마  리더십이론을 활용하고 있다.  

서구의 카리스마 련 리더십이론을  활용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 내에서

의 리더의 카리스마 행동에 한 차별화된 것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직장에서 부하들은 리더들의 어떤 행동들을 경험하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귀인 하는지 행동특성을 도출 하고자 하며 도출된 행동들  특히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행동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이러한 행동의 리더십 효과성을 확인

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행동  배려부족

과 자기과장 등의 행동은 (부하들에 의해 인식된) 리더의 생산성과 (부하들에 의한) 

리더에 한 헌신에 부의 계를 보 으나 리더의 독단 인 성향은 리더의 생산성에 

정의 계를 보여주며, 리더에 한 헌신에는 부의 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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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리더십에 한 연구자들은 리더십을 이해하고 정의하기 해 매우 의미 있는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지난 세기동안 끊임없이 발 해 왔다 (Eubanks & Mumford, 2010; 

Yukl, 2006). 이러한 많은 리더십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어권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

어 왔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리더십 이론과 모델들이 서구문화를 기반으로 이루어

져 왔다  (Lowe & Gardner, 2000; Walumbwa et al., 2005). 

재까지 보편 인 리더십 이론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변 인 리더십이론은 하

요인  하나로 카리스마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 카리스마 련 다양한 리더십 이

론이 제시되고 연구되어 왔다 (Bass & Avolio, 1993; Conger, 1990; Conger & 

Kanungo, 1987, 1998; House & Howell, 1992). 

한 연구에 의하면 문화 인 요인은 카리스마에 한 인식에 해서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미국에서는 매우 열정 인(passionate) 연설이 카리스마

가 있다고 평가를 받았으나, 아랍권 국가에서는 거칠고(toughness) 남성 인 강함

(powerfulness)이 보이는 연설이 카리스마가 있다고 인식되었다 (Rosenberg & 

Hirschberg, 2008). 이와 같이 미국과 아랍의 카리스마에 한 인식이 다른 것처럼 한

국인의 카리스마에 한 인식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국인들의 특수한 가치체계에 기 하여 발휘되는 한국형 리더십의 유형과 그 

효과성을 밝히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백기복 등, 2010). 연구결과 한국형 리더십 

요인으로 자기 정, 성취열정, 솔선수범, 수평조화, 상향 응, 하향온정, 환경변화, 그리

고 미래비  등 여덟 가지가 도출되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국가간 리더십 

비교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솔선수범과 상향 응이 한국리더들에게 독특한 행동이

었다. (백기복 등, 2010). 이러한 선행 연구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이 인식하는 카리스

마가 서구의 카리스마  리더십과 변  리더십이론에서 제시하는 카리스마와 다른 

것일 수 도 있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서구의 카리스마  리더십과 변  리더십 

이론을 기반으로 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

더십 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카리스마를 연구한 학자들은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은 권력 동기에 의해서, 즉 개인 인 권력 욕구와 부하들을 육성하고 성장을 돕는 

사회  욕구에 따라서 리더십이 구분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카리스마  리더십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님을 이론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House & Howell, 1992).  

그러므로 한국인이 실제 으로 인식하는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이 무엇일까 탐색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의 목 은 한국 직장에서 부하들은 리더들

의 어떤 행동들을 경험하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귀인 하는지 행동특성을 도출 하고자 

하며 도출된 행동들  특히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행동이 무엇인가를 규명하

고 이러한 행동의 리더십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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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배경과 가설도출

1. 카리스마  리더십 (Charismatic Leadership)

독일의 사회학자 Max Weber가 카리스마  리더십을 제시한 이후 여러 사회과학 

학자들이 카리스마  리더십에 한 개정된 견해를 제시해 왔다. (Conger & 

Kanungo, 1987; House, 1977; Shamir et al., 1993; Bass, 1985; Bass & Avolio, 1993). 

카리스마 (Charisma)는 신이 주신 재능이라는 뜻으로 Weber 는 권력의 정당화 측면

에서 리더의 합번 인 권한, 통  권한과 더불어 카리스마  권한을 제시한다 (백기

복, 2003). Weber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부하들의 리더에 한 지각이라고 보았으며 

리더가 남들이 갖지 않은 천부 인 재능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 리더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시하 다 (백기복, 2004). 

이후 표 인 카리스마  리더십 련 학자인 Conger와 Kanungo (1987)는 귀인이

론에 입각하여 부하들이 리더의 행 나 행 의 결과를 찰한 것에 기반하여 특정한 

행 를 표출하는 리더에게 카리스마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주장하 다. 표 인 행동

으로는 1)  상태를 크게 뛰어 넘는 이상 인 비 을 제시하고 2) 그러한 비 을 달

성하기 해서 자기희생과 많은 비용을 감내하고 높은 개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 

3) 비 통 이고 비범한 행동들로 인해 재 상태를 월하는데 문성을 보여주는 

것 4) 부분 인 참여나 권한보다는 감정 인 호소로 부하들에게 감을 주고 진

인 변화를 수용토록 하는 것 5) 그리고 자신의 제안들에 해 신념과 자신감을 보여

주는 것 등이다 (Conger & Kanungo, 1987). 이러한 개념 하에 Conger 와 Kanungo 

(1987, 1998) 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측정하기 해서 C&K 설문을 개발하 는데 

략  비 과 그의 구체화, 외부 환경에의 민감성, 구성원들의 욕구에의 민감성, 비

통 인 행동, 개인  험감수 등 5개 차원의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 연구자인 House는 카리스마 리더의 구별되는 

표 인 특징으로 지배력, 자신감, 향력의 욕구, 자신의 가치에 한 윤리  신념들

을 제시하 다 (House, 1977).

이러한 행동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연구와는 다른 차원으로 Shamir (1991)는 추

종자들이 어떻게 카리스마 리더에게 비이성 인 충성과 헌신을 하는지 추종자에게 미

치는 향력의 과정을 자아개념 모델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다. 카리스마 리더에게 

을 맞추기보다 추종자의 심리  과정을 밝히는데 을 두고 있다. 카리스마는 

Bass (1985)의 변  리더십 이론에서도 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Bass는 

카리스마가 변  리더십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카리스마를 리더십의 여

러 요인들의 하나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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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의 두가지 유형

House와 Howell (1992)은 McClelland (1970, 1975)의 권력 동기 연구에 기 하여 

카리스마  리더를 사회화된 카리스마  리더(socialized charismatic leader)와 개인화

된 카리스마  리더(personalized charismatic leader)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McClelland (1970, 1975)에 의하면 개인 인 권력 동기를 가진 리더들은 부하들을 통

제하고 착취하고, 부하들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에 을 두는 반면, 사

회화 된 권력 동기를 가진 리더들은 임 워먼트를 통해서 부하들 스스로가 더 강하고 

더 유능하다고 느끼도록 돕는다. 이러한 권력동기를 기반으로 사회화된 카리스마  

리더는 가치의 내면화를 강조하고, 자신들에게 헌신하기 보다는 공동의 이데올로기에 

헌신할 것을 강조하며 권한을 상당히 임한다. 한, 정보를 공개 으로 공유하고, 

결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조직의 사명과 목표에 일치하는 행동에 해서 강화를 

하기 해서 보상을 사용한다. 

반면, 개인화된 카리스마  리더는 가치의 내면화 보다는 개인  동일시를 강조하며, 

공동의 이상인 이데올로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 헌신할 것을 의도 으로 강조한다. 

한, 이데올로기를 사용해서 호소 할 수는 있지만, 단지 권력을 획득하기 한 수단으로

서 고려할 뿐이다. 부하들이 리더의 개인  목표를 해서 사하도록 하고 이들은 부

하들을 약하게 만들고 리더에게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부하들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려고 

한다. 이들은 부하의 복지보다는 자기 미화와 권력유지에 더 많은 심을 가진다. 

최근 역사  인물들을 통해서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을 실제 규명하고자 한 연구에서 

개인화된 카리스마  리더는 나르시즘, 공포, 불확실한 결과, 권력동기, 객 성이 결여

된 주 인 믿음, 그리고 부정 인 삶의 경험들을 특징으로 보 다는 연구결과가 제

시되었다 (Mumford et al., 2006). 2007년도 Leadership Quarterly 특집호에서 Padilla 

등(2007)은 괴 인 리더십 (destructive leadership)을 제시하고 괴 인 리더십은 

카리스마 (Charisma)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카리스마  리더가 괴 이

지는 않지만, 모든 괴 인 리더십은 카리스마 이라고 이야기 한다. 괴 인 리더

십과 련된 카리스마는 개인화된 카리스마  리더십과 연계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3.  부정  리더십 행동연구  

리더십 연구에서 있어서 정 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부정

인 리더십 행동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은 편인데 개인화된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 뿐 아니라 몇 가지의 부정 인 리더십에 한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다. 먼  

Tepper (2000) 에 의해 제시된 비인격 인 감독 는 남용되는 감독행  (abusive 

supervision) 란 육체 인  없이 지속 으로 인 언어, 는 비언어 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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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표출하는 감독자들에 한 부하의 지각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부하들을 조롱거리로 삼고, 남들 앞에서 평가 하하며, 무례하고 부하의 일에 침해하

고, 부하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거짓말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한 

Ashforth (1994)가 제시하는 좀스러운 폭군 (petty tyrant)은 부하들을 지나치게 통제

하며 그들을 냉정하게 하며 상보다는 징벌 이고, 변덕스러운 매 로 행동한다고 

한다.  다른 연구인 깎아 내리는 행동들은 (undermining behaviors) 부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부하의 노력을 깎아 내리며, 모욕을 주고 업신여기며, 나쁜 소문을 퍼뜨

리고, 꾸하지 않으며, 부하들을 돌보는데 인색한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제시하 다 

(Duffy, 2002). '배드 리더십' (bad leadership) 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Kellerman 

(2004)은 나쁜 리더십을 7개로 그룹화 하여 무능력한(incompetent), 완고한 (rigid), 참

을성이 없는 (intemperate), 냉정한 (callous), 부패한(corrupt), 옹졸한 (insular), 마지

막으로 사악한 (evil)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Hogan 과 Hogan (2001)은 리자나 임원들의 리더십에서 어두운 행동 등을 일으

키는 퍼스 리티 특성 등을 3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  신뢰하지 않고 의심

하는 회의 인 특성,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데 심이 부족하고 화하기 어

려운 지나치게 조심하고 말이 없는 특성, 지나친 자신감과 자기과 와 과장 등의 

담한 태도 등 3가지 차원이 리더들의 부정 인 리더십 행동을 발생시키는 개인 특성

들이라고 주장한다. 

4.  부정  리더십 행동의 리더십 효과성 

앞에서 살펴본 부정 인 리더십 행동들인 비인격  감독(abusive supervision)이나 

깎아내리는 행동(undermining behaviors)과 좀스러운 폭군 행동(petty tyrant) 등은 부

하들과 조직의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Aryee & 

Li-Yun, 2007; Ashforth, 1994; Hogan, 2006; Tepper, 2000; Zellars et al., 2002). 비인

격 인 감독 행 (abusive supervision)는 이직률 상승과 일과 가족생활에 한 갈등

을 유발하고 부하들을 의기소침하게 하며 실제 부하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s et al., 2007; Tepper, 2000).

한 비인격 인 감독 행 (abusive supervision)는 부하직원들의 조직시민행동과 정

서 인 조직 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Aryee et al., 2007; Mitchell & 

Ambrose, 2007; Zellars et al., 2002). 리더의 깎아 내리는 행동들(undermining 

behaviors) 한 부하직원들의 셀 에피커시와 조직몰입 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신체건강상의 문제들 ( , 두통, 입술이 마르기, 긴장으로 손이 축축해짐)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Duffy et al., 2002). 좀스러운 폭군 (petty tyranny)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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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 부하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스트 스를 받게 함에 따라서 부하들의 자존감을 상하

게 하고, 업무집단의 응집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Ashforth, 1994). 

카리스마  리더십과 변  리더십 연구에서 리더의 카리스마는 조직유효성에 매

우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제시되고 있는 반면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

십에 한 리더십 효과성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Ardichvili, 2001; Bass et al., 

2003; Mumford & Van Doom, 2001; Waldman & Javidan, 2009).  의 부정 인 리

더십 행동들의 조직유효성에 한 부정 인 향들에 비추어 볼 때,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은 리더십 유효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생산

성 측면에서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은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올 것

이다. Lutans와 Welsh, 그리고 Taylor (1988)는 생산성은 업무나 제공된 서비스의 양

과 질,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고 제시 하 으며 부하들에 의해 인식

된 리더의 업무 생산성은 실제 으로 측정된 지표들과 유의미한 상 성 있다고 제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1 :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은 부하들에 의해 인식된 리

더의 업무 생산성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 몰입은 종업원이 조직에 해 가지는 정 인 태도와 심리 인 애착과 련

이 있다(Allen & Meyer, 1990; Harter & Heyes, 2002). 이러한 몰입은 종업원이 조직

의 미션과 핵심가치, 경 진 그리고 자신의 상사들에 한 태도와 련이 있다. 부하

들은 카리스마  리더들에게 헌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자신의 상사가 롤 모델이 

될 만한 모범 인 행동을 보여  때 부하들은 그러한 카리스마  리더와 련이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을 존경하며 모방하기를 원하고, 종국 으로 그러한 리더와 

개인 인 동일시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Chun et al. ,2009; Conger & 

Kanungo, 1998). 이와는 반 로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은 부하들의 

리더에 한 몰입과 헌신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련하여 다음과 같

이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가설 2 :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은 부하들의 카리스마  리더

에 한 헌신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 업무 장에서 직장인들은 인간 인 리더보다 업무 심 이고 부하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리더가 조직에서 인정받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 인 리더십에 한 연구자인 Tepper (2000)는 비인격 인 리더십 행동을 발휘하

는 리더는 때로 업무 성과를 올리기 한 방법으로 부하들을 자극하기 해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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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인격 인 리더십 행동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 다. 이것을 고려

할 때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리더들이 업무 성과

를 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정 인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

에 한 몰입 는 헌신은 낮을 지라도 그러한 리더가 업무성과 측면에서는 일을 잘

한다는 리더로 인식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고려할 때 리더의 업무성

과는 부정 인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과 리더에 한 헌신과의 계에 있어 매개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가설 3 :  부하들에 의해 인식되는 카리스마  리더의 생산성은 부정 인 카리스

마  리더십 행동과 그 리더에 한 부하들의 헌신과의 계에 매개변

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기반으로 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II-1] 연구 모형

III. 연구 방법

1. 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두 단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 는데 첫 번째 자료 수집단계에서 국내 

규모 학의 경 학원 야간 MBA 과정에서 조직행동 수업을 수강 이며 기업에 

재직 인 직장인 20명과 국내 형 회계법인의 매니  20명으로 총 40명이 참여하

다. 첫 번째 자료수집을 해 진행된 인터뷰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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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내 기업  철강회사와, 석유회사, 회계법인, 제약회사, 통신서

비스회사, 공기업체 등 총 7개 회사를 상으로 350부의 설문을 배포하 다. 이  275

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지  일 성이 없거나 인구통계 자료 등을 기입하지 않은 19

개를 제외하고 256개의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 다.

 256명  204명은 남성, 52명은 여성이었으며, 123명은 과장이상 직 이며, 133명은 

리이하직원으로 구성되었다. 20세~30세이하 응답자는 77명, 31세~40세이하 응답자는 

148명으로 가장 많은 집단이었으며, 41세이상~50세이하 직원은 36명이었다. 세부 인 

내용은 <표 Ⅲ-1>을 참고 바란다.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여

204

52

79.7

20.3

연령

20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0세 이상

77

148

34

2

28.1

57.8

13.3

0.8

근속년수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19

40

39

101

57

7.4

15.6

15.2

39.5

22.3

직위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부장급

69

64

80

43

27.0

25.0

31.3

16.8

업종

제조업

통신서비스업

회계/컨설팅업

공기업

제약업

60

45

24

69

57

23.4

17.6

9.4

27.0

22.3

계 256

<표 Ⅲ-1> 표본의 인구통계

술한 바와 같이, 자료수집은 2단계에 걸쳐 진행이 되었다. 1단계에서는 한국 직장인

들이 인식하는 리더들의 카리스마 행동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 다. 1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인터뷰와 설문참여자들에게 직  면 면으로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그들이 

직장생활에서 직  함께 일한 리더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를 떠 올리라고 

요청하 다. 이어서,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의 어떤 행동들이 카리스마가 있

다고 여겼는지 그들의 표 인 행동을 최소한 5가지 이상을 말해주거나 설문지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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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요청하 다. 총 77개의 행동들이 도출되었고, 연구자들은 이를 51개의 정 인 

리더십 행동과 19개의 부정 인 리더십 행동으로 분류하 다(<표 Ⅲ-2> 참조).

2.  변수의 측정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 2단계에서의 설문조사는 1단계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19개의 부정 인 리더십행동을 기반으로 19개의 설문문

항을 구성하 다 (<표 Ⅲ-2> 참조). 1단계에서 함께 도출된 51개의 정 인 리더십 

행동은 기존의 카리스마  리더십 연구 설문과 비교한 결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 으

며 본 연구에는 포함하지 아니하 다.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에 

한 2차 설문 시에는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  모셨던 상사 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을 떠 올리며 설문에 응답할 것 을 요청하 다. 

리더의 생산성 (Productivity). 리더의 생산성은 부하들이 생각하기에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는 얼마나 업무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한 측정이다. 리

더십 유효성 측면에서 리더의 업무 생산성은 요한 지표이다. 실제 인 리더의 업무

성과에 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하들이 인식하는 생산성 

(Perceived productivity of a leader by subordinates) 측면에서 측정하 다. Mott 의 

(1972)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Questionnaire 로부터 업무의 양, 업무의 질, 효율

성에 한 3개의 항목을 구성하 으며 7  척도를 활용하 다. 부하에 의해 인식된 

리더의 업무 생산성은 좋은 psychometric properties 를 가진다 (Luthans et al., 

1988). 본 연구에서의 내  신뢰도는 .91이었으며, 설문 시는 '리더로서 그가 행한 일

을 생각해 볼때, 업무성과의 질은 매우 좋다’이다. ‘리더로서 그가 행한 일을 생각해 

볼 때, 그는 다양한 많은 일을 수행했다’. ‘그가 행한 일(업무)를 생각해 볼 때, 그는 

업무를 매우 효과 으로 수행한다’.   

리더에 한 헌신(commitment). 리더에 한 헌신은 부하들이 리더에 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리더를 자신의 모델로 삼고 싶어 하고, 리더와 동일시 하고 싶

어 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 으며. Becker(1992)와 Becker 등(1996)의 문항으로부터 2

개를 개정하여 활용하 으며 7  척도를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의 내  신뢰도는 

.94이었으며, 설문 시는 ' 나는 리더가 된다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리더로서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이다. 

카리스마에 한 부하의 인식. 카리스마에 해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

인하는 것이다. 즉, 카리스마에 하여 얼마나 정 인, 는 부정 인 생각을 가지

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본 변수에 해 활용할 만한 선행 연구가 없음으로 인

하여 연구자들은 2개의 항목을 개발하여 활용하 다. 설문항목은 나는 '카리스마'에 

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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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로 구성되었다. 7  척도를 활용 하 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 일 성은 .83으

로 양호하 다. 

모든 설문은 7  척도를 활용하 으며,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해서, 탐색  요인분

석(EFA)을 실시 하 으며, LISREL 8.8 program (Joreskog & Sorbom, 2006)를 활용

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를 이용하 다. 

No 설문항목

1 그는 독단적인 면이 강하다

2 그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타인과 잘 타협하지 않는다

3 그는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4 그와 대화하는 것은 부담이 되며 다소 거리감이 느껴진다

5 그는 기분에 따라 성격이나 의사결정이 잘 바뀌는 편이다

6 그는 아래 사람에게 화를 잘내는 편이다

7 그는 상대방의 마음을 세심히 배려하지 않는다

8 그는 칭찬을 잘하지 않는다

9 그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기 보다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10 그는 말을 할 때 매우 강한 어조(어투)로 말을 한다

11
그는 평상시 업무를 할 때 (예, 상황판단,의사결정,업무지시등)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나타낸다

12 그는 평상시 표정이 다소 어두운 편이고 잘 웃지 않는다

13 그는 그가 없으면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4 그는 업무가 잘 진행되면 부하의 공으로 돌리기 보다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

15 그는 아랫사람보다 윗사람에게 인정을 더 잘 받는 편이다

16 그는 조직내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17 그는 윗사람에게 자신이 비난을 받지 않을까 염려한다

18 그는 창의적인 생각이나 혁신적인 생각을 받아드리지 않는다

19 그는 위임과 자율보다 강한 통제와 관리에 집중하는 편이다

<표 Ⅲ-2>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 설문항목 

IV. 연구결과

한국에서는 부정 인 측면에서의 카리스마  리더십에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

이므로 가설 확인에 앞서 한국 직장에서 부하들은 리더들의 어떠한 행동들을 보고 부

정 인 측면에서 카리스마를 인식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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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하들이 인식하는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 

1차 단계에서 도출된 19개의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은 7개의 요인

으로 분류하 다 (<표 Ⅳ-1> 참조). 1차 단계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  모셨던 

상사 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의 행동 특성을 최소 5개 이상 답

변해 달라고 하 는데 19개의 행동에 해 동일한 응답이 많았으며 총 52번의 빈도가 

있었다.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 에서 독단  성향이 31개의 빈도로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심리 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이 12

개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업무 장에서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을 많이 목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흥미로운 답변은 말을 많이 한다 (2), 외 으로 멋있다 (2), 분 기가 있다 

(1), 날씬하다 (1), 목소리가 크다 (1), 술이 세다 (1), 이 작다 (1)등이 응답되었으나 

신체의 특성을 나타내거나 정 인지, 부정 인지 그 의미가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답변은 분에서 제외하 다.  

카테고리 응답에서 나온 행동 (19개)
빈도

(52) 

독단적 성향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일방적이다, 지시적이다, 강압적이다, 

자기주장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31

심리적 거리감 대화하기 어렵다, 접근하기 어렵다, 냉엄하다 12

부정적 사고 부정적으로 사고한다, 표정이 어둡다 2

자기과장
자신이 없으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부하의 공을 

가로챈다
2

통제지향
통제 및 관리에 집중한다, 비신뢰적이다, 비난받지 않을까 불안

해한다
3

상사지향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 윗사람에게 주로 인정을 받는다 2

<표 Ⅳ-1>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

직장인들의 카리스마에 한 이미지 ('나는 카리스마'에 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싶다') 에 한 7  척도 2

개의 질문결과 평균은 4.97 (표 편차 1.26) 이었으며 196명 (응답자의 77%) 가 5  

이상을 부여하 으며, 60명(응답자의 23%)은 4  이하를 부여하여 응답자의 23%는 

카리스마에 하여 립 이거나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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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있어서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는데 (유의수  =.05) 여성이 남성보

다 카리스마에 한 이미지가 더 좋았다 (남성 평균 : 4.88, 표 편차 : 1.303 / 여성평

균 : 5.34, 표 편차 : 1.032).

2.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의 효과 

2차 설문결과를 기반으로 19개의 부정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에 한 탐색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표 Ⅳ-2> 참조). 5, 6, 8, 9, 10번 항목은 0.6이하의 낮은 요인 재량을 

보이거나 양쪽 요인에 걸쳐 비슷한 수 의 요인 재량 (6번 항목) 을 보이는 항목 5개는 

삭제되었다. 한 3번 문항은 1, 2번 문항과 하나의 요인으로 재되고 있으나 1, 2번 문항의 

요인 재량과 차이가 크며 문항의 의미상 1, 2번과 함께 독단  성향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에 객 성이 부족하다고 연구진은 단하여 (Multi-Dimentionality) 삭제하 다. 

이 게 총 6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13개의 항목은  탐색  요인 분석결과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독단  성향 (1,2번 항목), 인간  배려부족(4, 7, 11, 12 항목), 자기과장 (13, 

14, 15, 16, 17, 18, 19 항목).  

요인 문항
요인 적재량 비고

1 2 3

독단적 성향

N1 .174 -.003 .833

N2 .167 .305 .745

N3 .160 .475 .662 삭제

배려부족

N4 .138 .654 .480

N5 .560 .481 .160 삭제

N6 .519 .615 .142 삭제

N7 .412 .667 .257

N8 .092 .589 .257 삭제

N9 .424 .481 .269 삭제

N10 .260 .492 .283 삭제

N11 .418 .746 -.032

N12 .472 .630 .037

자기과장

N13 .618 .282 .367

N14 .735 .416 .048

N15 .751 .154 .301

N16 .776 .070 .296

N17 .804 .307 .068

N18 .723 .386 .002

N19 .704 .278 .166

<표 Ⅳ-2> 탐색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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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은 3개 요인과 본 연구를 해 사용된 측정도구에 한 기술통계와 상

계, 신뢰도를 제시하고 있다.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에 한 3개 

요인을 포함해 리더의 생산성과 리더에 한 헌신 등의 신뢰도는 .72 ~ .94 수 으로 

양호하다. 는 것을 보여 다. 업무의 수 과 공 일치도, 공지식의 활용 등은 모두 

보통수  이하의 결과를 보이는데 이 변수들은 장기 인 직장 응과 숙련발달에 직

으로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취업의 비율보다 

취업의 질  성과를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M SD 1 2 3 4 5

독단적성향 5.27 1.20 (.72)

배려부족 370 1.33 .45** (.84)

자기과장 3.78 1.35 .385** .704** (.89)

리더의 생산성 5.13 1.15 -.022 -.434** -.432** (.91)

리더에 대한 헌신 4.65 1.58 -.269* -.514** -.579 .752** (.94)

<표 Ⅳ-3>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에 한 기술통계  신뢰도 

Note. N=256. 가로안은 신뢰도를 나타냄.  *p < .05. **p < .01. 

연구모형의 합도를 단하기 해서 다수의 합도 지수를 활용하 는데,𝜒2 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사례수가 200 이상일 경우에는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RMSEA, NNFI, CFI 지수를 활용하 다. 지수들을 살펴보면,𝜒2[95] = 207.41; p = 

.00; RMSEA = 0.068; NNFI = 2.233; CFI = 1.040 로서 모형의 합도는 양호하 다. 

[그림 Ⅳ-1]은 연구변인인 부정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 3개의 요인과 매개변인인 

리더의 생산성, 그리고 결과변수인 리더에 한 헌신에 한 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1] 연구모형에 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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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은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은 (부하들에 의해 인식되어진) 

리더의 생산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이다. 이에 한 검증결과는 본 연구

에서 확인되어진 3개의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으로 세분화하여 분

석하 다. (리더의 인간 인) 배려심 부족은 리더의 생산성에 부(-)의 향을 미쳤으

며 (β = -.457, t= -3.11), 리더의 자기과장도 리더의 생산성에 부(-)의 향 (β= 

-.183, t= -1.75)을 미치고 있다. 리더의 인간 인 배려부족 행동이 리더의 자기과장 

행동보다 리더의 생산성 인식에 2배정도의 부정 인 향을 을 알 수 있다. 한, 

흥미롭게도 리더의 독단 인 성향은 리더의 생산성에 정(+)의 향을 미침으로 인해 

(β = .392, t=3.45), 체 으로 보면 가설 1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2인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은 리더에 한 헌신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검증결과  독단 인 성향은 리더에 한 헌신에 부(-)

의 향을 미치며 (β = -.409, t= -3.43), 리더의 자기과장 한 리더에 한 헌신에 

부(-)의 향을 미쳤으나 (β = -.35, t= - 3.379), 리더의 인간 인 배려부족은 통계

으로 무의미한 결과를 보 다 (β = .208, t= 1.386). 

가설 3인 리더의 생산성의 매개효과 분석결과이다. 변인의 매개효과가 존재하기 

해서는 매개변인과 선행요인과 계에서도 유의미한 계가 있어야 하며, 매개변인과 

후행요인과의 계에서도 유의미한 계가 있어야 한다는 joint significance rule 

(MaKinnon et al., 2002) 에 따라서 확인한 결과, 매개변인인 리더의 생산성은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과 계에 있어 유의미 하며, 리더십 생산성과 리

더에 한 헌신과도 유의미한 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 모형에서 리더의 생산성은 

독단 인 성향과 자기과장과 리더에 한 헌신 간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배

려부족에 있어서는 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매개변인인 리더의 생산성을 통한 독

단 인 성향이 리더에 한 헌신에 미치는 간 효과는 β = .426 이었으며 리더의 자

기과장이 리더에 한 헌신에 미치는 간 효과는 β =-.199 (p < .01) 이었다.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시사

본 연구는 한국 직장에서 부하들은 리더들의 어떤 행동들을 경험하고 카리스마가 있

다고 귀인 하는지 행동특성을 도출 하는 것과 도출된 행동들  특히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행동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이러한 행동의 리더십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

이다. 다음과 같이 본 연구결과의 결과에 한 요약  시사 들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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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23%은 카리스마에 하여 립 이거나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수가 다는 제한 을 

고려할지라도 응답자들이 5개의  상이한 산업군에 속한 구성원들이라는 을 감

안하면, 카리스마에 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서구문화 사람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한국내 카리스마  리더십과 변  리더십 이론에서

는 카리스마 리더를, 비 을 심어주는, 설득이 강하고, 매력 이며, 열정 인 리더를 

의미하면서 모두 정 인 측면에서 정의하며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서구의 주요 카리스마 련 리더십 이론에서의 카리스마에 한 이미지

와 한국 내 실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카리스마에 한 인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차후에는 한국인의 카리스마에 한 인식에 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앞의 연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독단 이다, 강압 이다 등의 부정 인 리

더십 행동 19개가 도출되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지 까지 직장 생활  직  경험한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의 행동특성을 도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

된 19개의 부정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들은 나쁜 리더십(bad leadership), 남

용 인 감독행동 (abusive supervision)과 좀스러운 폭군 (pretty tyranny) 등과 같은 

리더십 연구 결과들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 인 리더십 행동을 보여주

는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인식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응답

자들에게 당신이 만난 리더십이 좋지 않은 리더들의 행동들을 이야기 해달라고 청한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있다고 여겨지는 리더를 생각하고 그들의 표 인 행동을 

말해  것을 요청하 기 때문이다. 

본 결과에서 도출된 이러한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행동은 Conger 와 Kanungo

가 제시하는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이나 변  리더십에서의 카리스마 행동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 인 측면의 리더십 행동과는 차이가 나는  것들이다. 즉, 

독단 이고 강압 이고 근하기 어려운 리더를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

취 이고 열정 이며 비 을 제시하는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인식인 것이다. 

카리스마가 있다고 여겨지는 리더들이 이 게 부정 인 리더십 행동을 보여주는 것

은 House 와 Howell(1992)이 제시한 개인화된 카리스마  리더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경험한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

한 상사들이 모두 개인화된 권력동기에 기반하여 개인화된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하

는 것인지 단순히 부정 인 리더십 행동을 한 것인지에 한 것은 차후 더 깊은 연구

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상은 서구와 한국에서의 카리스마에 한 이미지가 서로 다를 수 있을 가

능성을 보여 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카리스마와 카리스마 리더에 해 정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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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일부의 한국 직장인들은 카리스마와 카리스마 리더에 해 

부정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부의 한국내 직장인들이 부정 인 

리더십 행동들을 보여주는 리더를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카리스마에 한 

개념인식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과 리더의 생산성과 부하들의 

리더에 한 헌신에 한 계를 살펴보았다. 선행의 연구결과들과 같이 부정 인 측

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은 리더에 한 헌신과 부(-)의 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은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  리더의 독단 인 

성향은 부하들에 의해 인식된 리더의 생산성과 정(+)의 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Tepper (2000) 에 의하면 비인격 인 감독 는 남용하는 감독행  등이 발휘되는 이

유는 2가지로 해석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성과를 올리기 해서 그런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상 방을 상처 주기 한 것이라는 것이다. Tepper 의 의견과 같이 성과를 올리

기 해서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도 독단 인 성향을 보여주는 리더가 업무성과와는 정(+)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

다. 반면, 그러한 독단 인 리더에게 헌신하거나 본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

석 할 수 있다. 독단 인 리더이지만 업무 성과가 좋다고 인식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은 한국문화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 심 이며 권력격차 

(power distance)가 큰 집단 의 문화인 한국문화에서 리더들의 독 인 권력사용

에 해 서구에 비하여 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Hofstede, 1983, 2001). 한국은 

특별히 같은 유교문화권인 국보다도 더 권력 격차가 크고 한국근로자들이 국근로

자 보다도 더 지시  리더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화 등, 2011). 유교 문화 속

에서 리더의 독단 인 의사결정에 해서는 어느 정도 부하들이 용인하고 있는 것이 

실이며 한 부하들도 어려운 사항에 해 리더가 홀로 의사결정해주기를 기 하는 

상이 있는데, 한국과 같은 가부장  문화권에서 리더의 독단 인 의사결정이 일정 

부분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인다. 한 리더 자신의 측면에서 보면 리

더의 자신감과 계있을 수 있다. 백기복과 동료들의 한국형 리더십에 한 연구결과

(2010) 에서는 자기 정이 매우 요한 한국형 리더십의 특성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 리더들은 심각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에 해 홀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자

신의 의사결정에 한 책임감과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자기 정과 련이 깊

다. 한국의 리더들은 독단 인 의사결정에 익숙해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이론 인 측면에서 시사 을 제시할 수 있

다. 먼 , 그동안 카리스마  리더십은 서구에서 연구된 개념과 측정도구를 그 로 활

용하여 왔으나,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내 직장인들의 카리스마에 한 인식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어떤 행동들로 인해 리더들이 카리스마가 있다고 귀인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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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는 한 실제 장에서 용할 몇 가지의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조

직 내에서 리더들은 직 이 상승할 때 더 큰 권력(power)과 권한(authority)을 얻게 

되면서 자신을 억제하는 통제력들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Sutton, 2007). 리더가 직

이 상승함에 따라 보여주는 리더십 행동은 의도 이든 의도 이지 않든지 부하 개

인들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지 한 향을 미친다. 정 인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부정 인 측면의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이 실제 인 문

제이다. 본인이 직 이 올라가면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 수 있

는데 자신의 카리스마가 정 인 측면의 것인지 부정 인 측면의 것인지 리더는 많

은 주의가 필요하다.  

독단 이거나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어두운 표정을 하고 부하들에게 화

하기 어려운 상 로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카리스마 인 리더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리더가 있다면 카리스마에 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리더들은 그 지 않아도 한국 문화가 권력거리(power distance) 가 매우 높으며 

부하들이 리더들에게 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하들이 

최 한 리더에게 근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통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

하는 개인 인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거나 그러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해서 노력

해야 한다. 

두 번째 시사 으로는 조직 내에서 리더십 개발을 해 실시되고 있는 리더십 교육

과정에의 시사 이다. 일반 으로 리더십 교육 로그램은 역량에 기반을 두어 바람

직한 리더십 행동 주의 정 인 리더십 행동을 제시하여 교육생들이 그러한 행동을 

본받을 것을 학습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Padilla et al., 2007). 그러나 리더십을 성찰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나쁜 리더십 행동, 부정 인 리더십 행동들을 기반으로 본인들의 

리더십에 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동 변화에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최근, good boss and bad boss(Sutton, 2009) 와 멀티 라이어(2011) 등은 조직 

내 리더들에게 많은 시사 을 제시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 은 부정

인 리더십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와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실증 으로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bad 리더십 사례를 통해 리더들은 반면교

사의 기회로 삼고 자신의 잘못된 과 행동들을 성찰할 수 있는 것이다. 리더들의 

과 가치가 변화 할 때 리더십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2.  연구 제한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이론 인 측면과 실무 인 측면에서의 시사 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의 해석상에 제한 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로, 표본구성이 편의추

출방식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표성의 결여 문제가 있



산업교육연구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제28호

- 60 -

다. 특정 조직들에서의 은 표본구성으로 인하여 한국 내 일반 인 상으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가 자가 설문방식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서 동일

방법편향을 회피하지 못하 다는 것이다. 아울러, 설문구성에 있어서 기존 선행 연구

들과 다양한 문가들로부터 문항에 한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으나 응답자들

의 응답내용에만 의존하여 즉, 1차 인터뷰 결과 도출된 항목을 2차 설문으로 구성하

여 진행함에 따라 폭 넓은 항목 구성이 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이러한 한계 을 바탕으로 일반화를 해서 차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표본집단 

구성과 표본의 표성을 고려한 표본 구성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

째로, 부하직원들만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벗어나 리더들 자신에게도 본인

들은 카리스마에 해서 어떠한 생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방법 용을 통해서 동일 방법 편향의 한계를 벗

어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부정 인 카리스마  리더십에 한 연구가 국내외를 걸쳐 거의 없음으로 

인해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한국내의 부정 인 카리스

마  리더십에 한 연구의 석을 제시하 다고 본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향후 

주제는 카리스마에 한 비교문화  연구라고 본다. 카리스마에 한 인식은 서구 문

화와 유교 문화권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카리스마  리더십

의 이론  발 에 한층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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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ination of negative sides of charismatic leadership through an 

empirical study in South Korea

Ki Seok Jeon, Hyung Koo Moon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first, charismatic leaders' 

behaviors as attributed by subordinates, and then to examine the consequences of 

charismatic behaviors in South Korean context. 

First, this research identified and examined charismatic leaders' negative 

behaviors. Next,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behaviors, perceived productivity of 

leader, commitment to  leader was investigated. This study identified that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negative behaviors of charismatic leaders and 

dependent variables. However, interestingly, making decision on their own has a 

positive association with perceived productivity of leader.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  charismatic leadership, negative leadership behavior, leadership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