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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요구되는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의 인식차이 및 교육요구도 분석

정준호1), 송영수2)

요 약

--------------------------------------------------------------------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의 인식차이 및 교육요구도 분

석을 통해 셀프리더십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국내 대기업 종사자 150명 및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써 첫째, 셀프리더십 역량의 중요도는 동기부여, 목표지향,

과업수행, 자기보상, 자기관리 총 5개의 모든 셀프리더십 역량에서 대기업 종사자의 인식이

대학생의 인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기부여에 대한 인식차이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셀프리더십 역량의 현재수준은 목표지향, 과업수행, 자기보상, 자기관

리 총 4개의 셀프리더십 역량에서 대기업 종사자의 인식이 대학생의 인식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과업수행과 자기관리에 대한 인식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셀프리더십 역량의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 교육요구도는 동기부여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강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 및 수행활동의 개

선, 동기부여 역량개발의 우선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핵심 되는 말 : 셀프리더십, 역량, 인식차이, 교육요구도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리더십은 개인과 집단행동의 형성과 변화, 조직의 효과성에 중대한 작용을 하므로(문인규,

박수경, 2009),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리더십 관련 선행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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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경영자, 관리자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황

미영, 2009). 최근에는 조직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 또한 그 필요

성이 증대됨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근 기업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상명하복의 위계적 구조에서 팀에 기초한 수평적인 조직으로 구조의 체질변화가 진행되면

서, 종전과 같이 경영자, 관리자의 자질과 능력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협력적이고 원만한 대

인관계 속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성원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Georgianna, 2007;

Neck & Houghton, 2006). 이에 기업은 전통적인 리더십의 개념에서 벗어나 각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내적인 소양과 역량을 키워가며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셀프리더십

(self-leadership)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송영수, 2009; 이호선, 권명은, 2007).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조하는 셀프리더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해 기업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의 대기업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인재개발원을 운영하고 있고, 구성

원들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 리더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경쟁력의 원천을 우수한 인재

의 확보 및 양성에 두고 구성원의 리더십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송영수,

2007). 특히, 셀프리더십 역량개발을 통한 구성원 내면의 잠재력을 높이면 조직몰입, 동기부

여, 성과향상 등의 결과가 얻어져 조직혁신을 이룰 수 있고(백기복, 신제구, 김정훈, 2009;

Manz, & Sims, 1991; 1990/1995; 2001), 조직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셀프리

더십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의 중요한 사명은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장영길, 2005). 대

학교육에서는 졸업 후 대학생들이 진출할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자질을 개발해야 할 필요

성으로 리더십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600여개의 대학에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몇 몇 대학들이 리더십 관련 과목을 정규교육과정으로 개설하

여 운영하고 있다(김정일, 2003). 하지만 대학에서의 리더십 교육은 아직까지 양적으로는 운

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부족하고, 질적으로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대학생 개개인의 셀프리더십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와 기업의 요구가 실증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김미경, 2010).

인재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학생에 기대하고 있는 인재의 수준과 인재의 공

급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재수준에 차이가 있다면 인식의 차이가 발생

한다(박소연, 송영수, 2008). 따라서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하여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 간의

인식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대학생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셀프리더가 되기

위한 역량개발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이 셀프리더십

역량을 갖춘 우수한 잠재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과 함께 어떠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하는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

생 간의 인식의 차이 및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 기존문헌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

에서 요구하는 인재, 대학생이 개발해야 하는 역량, 셀프리더십 역량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는 있지만(박가열, 2009; 송영수, 2000, 2007; 송정수, 양필석, 2008; 이은화, 박정희, 2009),

실제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접근의 탐구보다는 이론적 고찰 위주 또는 행위적․인지

적 전략과 같은 심리적 접근의 현황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김은정, 이종건, 2010; 김해룡,

김쌍언, 2009; 신용국 외, 2009; 이강옥 외, 2010; 황미영,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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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해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역량중심의 실증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기업이 요구하는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 간 인식차이

및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여 대학생 셀프리더십 역량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요구하는 셀프리더십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수준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 간의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의 기업이 요구하는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셀프리더십의 등장배경

리더십 연구는 특성이론을 시작으로 행동이론과 상황이론 등을 거쳐 <표 Ⅱ-1>에서 제

시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특성이론은 성공적인 리더의 개인적 특성

에 관심을 두었고(김재득, 2008), 행동이론은 그러한 리더들의 보편적인 행동유형을 발견하

고자 하였다(Yukl, 2002). 상황이론은 리더십의 상황적 조건을 구체화하고, 상황조건 하에서

리더십 행동과 효과의 분석에 초점을 둔다(백기복, 2005). 리더십 작용에서 조직과 구성원의

상황요소들을 중시하고 리더와의 상호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체계적인 리더십 정립에 큰 영향

을 미쳤다(이학종, 1998).

기간 접근방법 주요내용

1940년대 이전 특성이론 리더십 능력은 타고 난다.

1940년대 후기 ～

1960년대 초기
행동이론

리더십 유효성은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1960년대 후기 ～

1980년대 초기
상황이론

리더십 유효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980년대 후기 이후

새로운 리더십 이론

- 카리스마 리더십

- 변혁적 리더십

- 슈퍼리더십

- 셀프리더십

리더는 비전을 지녀야 하며 하위자에게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리더는 자신 스스로 자발적 노력과 

열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 출처: Bryman(1992), Charisma and Leadership in Organization. London: Sage. pp. 6-21.

<표 Ⅱ-1> 리더십이론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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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기 이후에는 상황이론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리더십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Bryman, 1992). 새로운 리더십 이론 가운데 셀프리더십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과거의 리더

중심적이고, 지시․통제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 구성원이 스스로의 잠재역량을 개발하여 자

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슈퍼리더십의 등장에 기인한다.

슈퍼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셀프리더십을 자극하고 활성화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조직의

리더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는 셀프리더로 만드는 리더십이다

(Manz, 1992; Manz & Sims, 1991; 1990/1995; 2001). 즉, 조직의 성과개선을 위하여 리더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셀프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조직의 성과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Manz & Sims, 1991;

1990/1995; 2001).

과거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면서 구성원들을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

는 관점에서 자아 존엄성을 회복하였고, 통제 관리자 중심에서 지식창출 주체인 구성원 중

심으로 권한이 위임되면서(Yukl, 2002), 기업에서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조직

의 성과향상을 위해 과거의 전통적인 리더십과 같이 리더의 영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스스로의 영향력이 강조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것은

한 명의 리더가 아닌 다수의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셀프리더로서 조직의 성과를 위해 자신과

다른 구성원에게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측면이다(Dolbier et al., 2001; Sims & Manz, 1996/1997).

셀프리더십이 등장한 이후 셀프리더십의 개념에 대해 Manz(1986)는 초기에는 셀프리더십

을 행동 통제 및 관리를 위한 영향력이라 하였고, Neck 외(1995)은 과업에서 필요한 목표설

정과 동기부여를 중시하였다. 최근에는 구성원에게의 권한위임(Pearce & Manz, 2005)과 조

직 및 과업에 대한 열정의 중요성(Muller, 2006), 효율성 향상에 대한 고려(Yun et al., 2006)

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셀프리더십을 조직구성

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행위적․인지적 전략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영

향력(Houghton & Neck, 2002; Manz, 1992; Manz & Neck, 2004; Manz & Sims, 2001;

Neck & Houghton, 2006)으로 정의하여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셀프리더십의 매개․조

절효과로써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행위적․인지적 전략을

토대로 검증하는 연구들(김은정, 이종건, 2010; 김해룡, 김쌍언, 2009; 송정수, 양필석, 2008;

이강옥 외, 2010; 이호선, 권명은, 2007)이 주로 수행되었다.

2. 셀프리더십 구성요인

Manz(1992)는 셀프리더십을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적․인

지적 전략으로 스스로의 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리더십이라

정의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의 세부 구성요인을 행위적․인지적 전략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셀프리더십의 행위적․인지적 전략은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행동에 초

점을 맞춘 행위 지향적 전략(behavior-focused strategies), 효과적인 사고와 태도에 초점을

맞춘 건설적 사고 패턴 전략(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자연적 보상 전략

(natural reward strategies)으로 구분할 수 있다(Houghton & Neck, 2002; Manz & S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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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5; 2001).

행위 지향적 전략은 자신의 과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스스로의 행동을 관리하는 전략이

다. 즉, 자신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셀프리더

십 전략을 말한다(Manz & Sims, 1990/1995; 2001).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지향

적 전략에 따른 구성요인으로 자기관찰(self-observation), 자기목표 설정(self-goal setting),

단서에 의한 관리(management of cue), 리허설(rehearsal), 자기보상(self-reward), 자기비판

(self-punishment)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적 사고 패턴 전략은 성과와 관련하여 사고하는 습

관과 스스로 건설적으로 사고하도록 의도하는 전략이다(Houghton & Neck, 2002; Neck &

Houghton, 2006). 즉, 부정적인 신념이나 가정을 자기대화(self-talk)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스스로 의도하는 셀프리더십 전략이다. 자연적 보상 전략은 과업으로부터 스

스로 즐거움을 발견하는 전략이다(Manz & Sims, 1990/1995; 2001). 즉, 과업을 수행하면서

자연적으로 즐거움을 발견함으로써 과업 자체가 자연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의도하는 셀프리

더십 전략을 말한다. 이상의 기존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셀프리더십 전략에 따

른 구성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Ⅱ-2>와 같다.

셀프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행위적․인지적 전략에 따른 접

근은 기업에서 활용하기에는 명확한 개발의 기준 및 범위를 수립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

제가 있다. 기업과 같은 특정 범위의 조직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직무 및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박소연, 송영수, 2008). 역량(competency)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라 구별

되는 수행성과의 원인인 구성원의 구체적인 내적 특성(Spencer & Spencer, 1993)이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역량개발을 위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의 인식차이 분석

에서 역량 중심의 접근을 활용한 송영수(2009)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조사도구로 활용하는 행위 지향적 전략, 건설적 사고 패턴 전략, 자

연적 보상 전략의 셀프리더십 구성요인은 셀프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심리학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면적인 자기대화 및 건설적인 신념을 통해 자신의 효과적인 사고유형을 확

립하고, 자기존중으로 스스로의 과업에서 행동을 관리 및 통제하여 효과성을 추구하는 심리

학적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심리학적 접근방식의 조사도구는 구성원 개인적 차원의 셀프리

더십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기업에서 조직적 차원으로 전사적인 구

성원 셀프리더십 개발을 통한 성과향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송영수(2009)의 조사도구는 해외 선진기업과 국내 대기업에서 역량

중심적 접근방식으로 실시하는 셀프리더십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다. 역량 중심

적 접근이 고성과자 집단과 저성과자 집단을 비교분석하여 현장 중심적인 역량개발의 실천

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업에서 요구되는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

학생의 간극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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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요인 내용

행위 

지향적 

전략

자기관찰

자신이 바꾸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찰하여 

자신의 과업활동의 효과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

어야 할 지 스스로 발견하는 행위

자기목표 설정

자신의 과업의 결과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들의 우선순위를 정

하고 자기 지시를 실천하는 행위, 목표는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하

며 또한 구체적으로 설정

단서에 의한 

관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상기하기 위해 단서를 주변에 설치하

거나 환경을 변경하는 행위, 예를 들면 글귀를 써 붙이거나 유해

한 환경을 제거하는 것

리허설

실제로 과업을 수행하기 전 과업활동에 대한 신체적이며 정신적인 

예행연습을 함으로써 과업수행의 성공확률과 효과성을 높이는 행

위

자기보상

바람직한 행동을 완수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보상을 자신

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욕을 북돋고 차후 행동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기비판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동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자

신에게 일정한 징계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건설적 

사고 패턴 

전략

효과적인 

사고유형 확립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습관 또는 사고유형을 확립하는 인지전략으

로 장애요인에 집착하기보다는 기회요인을 찾음으로써 건설적으로 

사고하도록 관리하는데, 신념과 가정, 정신적인 상상, 내면적인 스

스로와의 대화 등을 활용

자연적 

보상 전략

자연적인 보상을 

통한 자기존중 

추구

자신의 과업에서 자연적 보상의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방법과 장소를 스스로 재설계하고, 자신은 유능하다는 느낌, 자기

를 잘 통제한다는 확신, 확실한 목적의식 등을 통해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게 되고, 자신의 과업에서 생각의 초점을 관리함으로써 

자율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존중의 보상 전략

※ 출처: Manz, C. C., & Sims, H. P., Jr. (1995). 수퍼리더십 (정일재 역.). 서울: 21세기북스. (원저 
1990 출판) pp. 13-43.

<표 Ⅱ-2> 셀프리더십 구성요인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기업 부문과 대학 부문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 부문에서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교육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0년 매출액 기준 국내 5대

기업 중 본 연구의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한 S기업을 선정, S기업의

그룹 차원 교육과정에 참가한 각 계열사에 근무하는 종사자 15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 소재 4년제 종합대학인 H대학을 선정, 대학생 21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자료들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집방법은 H대학의 대학생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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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세부 항목

동기부여

 -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관심 및 신뢰

 - 조직구성원에 대한 격려

 -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대안 제시

 - 동기부여에 대한 이해

 - 동기부여의 중요성 인식

목표지향

 - 자신의 성과를 위한 구체적 목표 수립

 - 목표 달성의 방향에 대한 과업 수행

 - 조직성과 창출을 향한 자신의 목표 수립

 - 목표수립에 대한 이해

<표 Ⅲ-1> 셀프리더십 역량 진단을 위한 세부 문항구성

상으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리더십 및 교육 관련 전공 박

사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적합하도록 기업 부문

과 대학 부문의 연구대상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표집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준비단계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주제를 선정하였고, 문헌분석을 통해 연

구문제를 구체화하였으며, 세부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적합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

구 진행단계에서는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의 인식차 및 교육요구

도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의 셀프리더십 역량을 도출한 송영수(2009)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S기업 종사자와 H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정리단계에서

는 회수한 자료를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조사도구

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의 인식차 및

교육요구도 도출을 위한 코딩 및 분석, 해석을 실시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내 대기업 조직구성원의 셀프리더십 역량을 규명하기 위해

개발한 송영수(2009)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도구는 행위적․인지적 전략 및 자연

적 보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역량 중심적

접근의 필요성으로 Houghton과 Neck(2002)의 조사도구에 해외 선진기업과 국내 대기업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셀프리더십 역량 진단지를 포함 및 재구성하여 개발되었다. 이 조사도

구는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해 리더십 및 HRD 전문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거치고, 국내 대기업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제작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5문항을 포함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Likert

척도를 응답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조사도구의 세부 문항구성을 나타내면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또한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조사대상의

이해를 높이고, 대기업 종사자 조사결과와의 비교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기업에서 요구

되는 셀프리더십 역량임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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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세부 항목

과업수행

 - 과업의 높은 성과 창출에 대한 인식

 -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한 과업 수행

 - 과업에 필요한 기초능력 숙련

 - 과업수행에 대한 이해

 - 과업수행의 중요성 인식

자기보상

 - 과업에서 성과 창출 시 스스로 보상

 - 자기 보상에 대한 인식

 - 자신의 선호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보상

 - 자기보상에 대한 이해

자기관리

 -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생활화

 - 과업에 임하는 자신의 상태 지속적인 관리

 - 시간 및 계획을 통한 자기관리

 - 자기관리에 대한 이해

※ 출처: 송영수. (2009). 국내 대기업의 셀프리더십 구성요인 탐색. 대한리더십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 조사도구의 구인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구인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중요도 조사결과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과 공통성의 기준을 .4로 설정하고 요인제거기준은 고유

치 1.0으로 하였다. 동기부여, 목표지향, 과업수행, 자기보상, 자기관리의 5개 요인과 각각 세

부항목의 총 22개 문항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문항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1
2
3
4
5

동기
부여

.800

.711

.759

.735

.760

6
7
8
9

목표
지향

.777

.699

.728

.714

10
11
12
13
14

과업
수행

.762

.725

.647

.643

.729

15
16
17
18

자기
보상

.705

.801

.788

.676

19
20
21
22

자기
관리

.753

.748

.675

.698

고유치 5.556 4.456 7.64 4.232 4.602

누적설명분산 12.922 23.285 41.052 50.895 61.597

<표 Ⅲ-2> 조사도구 구인타당도 확보 위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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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요인 별로 중요도와 현재수준에

대한 응답을 Cronbach's α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산출결과 .8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

체적인 신뢰도 산출결과는 <표 Ⅲ-3>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구분 문항 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

중요도 현재수준

동기부여 5개 .828 .941

목표지향 4개 .855 .917

과업수행 5개 .851 .843

자기보상 4개 .863 .897

자기관리 4개 .875 .809

<표 Ⅲ-3> 조사도구의 신뢰도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주요 통계처리를

하였다. 셀프리더십 역량의 중요도와 현재수준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 간의 인식차

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셀프리더십 역량의 교육요구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

와 대학생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Borich 교육요구도 계산공식을 활용하였다(박동열,

배을규, 2004). Borich 교육요구도 계산공식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Borich 교육요구도 계산공식

설문조사는 기업부문과 대학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기업부문의 경우, 2009년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S기업 그룹차원 교육과정에 참가한 각 계열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45부(회수율 96.7%)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불

성실한 응답지 3부를 제외하고 총 142부의 설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대학부문의 경우,

2009년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소재 4년제 종합대학인 H대학의 대학생 210명에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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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자료만 분

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에 대기업 취업 희망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한 총 210

부 중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설문자료 157부(회수율 74.8%)에서 불성실한 응답지

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53부의 설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국내 대기업의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의 인식차 및 교육요구도

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기업부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비율은 남성(69%)이 여성(31%)보다 높았고, 근속년수는 2년(83.1%)이 가장 많았으며, 전공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전공자(40.1%)가 가장 많았다. 대학부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살펴보면, 성별 비율은 남성(67.3%)이 여성(32.7%)보다 높았고, 학년별로는 3학년 학생

(37.3%)이 가장 많았으며,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 전공학생(51%)이 가장 많았다.

구분
기업부문 대학부문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98 69.0 103 67.3

여성 44 31.0 50 32.7

근속년수

/

학년

1년 / 1학년 5 3.5 30 19.6

2년 / 2학년 118 83.1 33 21.6

3년 / 3학년 8 5.6 57 37.3

4년 이상 / 4학년 11 7.7 33 21.6

전공계열

인문․사회과학계열 21 14.8 18 11.8

상경계열 48 33.8 10 6.5

자연과학계열 6 4.2 29 19.0

공학계열 57 40.1 78 51.0

기타 10 7.0 18 11.8

<표 Ⅳ-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셀프리더십 역량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차이

국내 대기업 조직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셀프리더십 역량의 중요도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 간의 인식차이는 다음의 <표 Ⅳ-2>과 같다. 먼저 대학생이 국내 대기업 조직구성원

이 갖추어야 할 셀프리더십 역량이라고 응답한 항목은 “목표수립에 대한 이해 측면(M=4.33,

SD=0.793)”, “목표달성의 방향에 대한 과업수행 측면(M=4.28, SD=0.798)”, “인간미,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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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대기업 종사자 대학생 평균 차

(A-B)
t 값

평균(A) 표준편차 평균(B) 표준편차

동

기

부

여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관심 및 신뢰
4.75 .468 3.82 .852 0.92 11.645***

조직구성원에 대한 격려 4.61 .594 3.99 .873 0.62 7.241***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대안 제시
4.72 .482 3.78 .837 0.94 11.933***

동기부여에 대한 이해 4.60 .584 3.93 .879 0.66 7.693***

동기부여의 중요성 인식 4.73 .479 3.78 .835 0.94 11.985***

목

표

지

향

자신의 성과를 위한 

구체적 목표 수립
4.51 .529 4.10 .890 0.40 4.761***

목표 달성의 방향에 

대한 과업수행
4.75 .437 4.28 .798 0.46 6.270***

조직성과 창출을 향한 

자신의 목표 수립
4.52 .515 4.13 .871 0.39 4.724***

목표 수립에 대한 이해 4.72 .451 4.33 .793 0.39 5.256***

<표 Ⅳ-2> 셀프리더십 역량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차이

예의범절, 에티켓 생활화 측면(M=4.18, SD=0.8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목표지향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에 해당하는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생은 “동기부

여의 중요성 인식 측면(M=3.78, SD=0.835)”,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대안제시 측면

(M=3.78, SD=0.837)”,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관심 및 신뢰 측면(M=3.82, SD=0.852)”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은 모두 동기부여 역

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학생은 동기부여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종사자가 국내 대기업 조직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셀프리더십 역량이라고 응답한

항목은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생활화 측면(M=4.85, SD=0.363)", "과업에서 성과

창출 시 스스로 보상 측면(M=4.77, SD=0.482)", "자신의 선호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보상 측

면(M=4.76, SD=0.4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종사자는 대학생과 비교해보았을 때 모

든 역량의 세부 항목들을 고르게 중요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성

과를 위한 구체적 목표수립 측면(M=4.51, SD=0.529)", "조직성과 창출을 향한 자신의 목표

수립 측면(M=4.52, SD=0.515)", "자기보상에 대한 인식 측면(M=4.56, SD=0.578)"에 대한 중

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요한 역량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국내 대기업 조직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셀프리더십 역량의 중요도에 대해 대기업 종사자

와 대학생 간의 인식차이는 모든 역량의 세부 항목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역량의 세부 항목들에 있어서 대기업 종사자가 대학생에 비하여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기부여 역량에서 대기업 종사자의 중요성 인식이

대학생의 인식에 비하여 크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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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대기업 종사자 대학생 평균 차

(A-B)
t 값

평균(A) 표준편차 평균(B) 표준편차

과

업

수

행

과업의 높은 성과 

창출에 대한 인식
4.65 .586 4.01 .932 0.63 7.057***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한 과업수행
4.73 .531 4.05 .891 0.68 8.104***

과업에 필요한 기초능력 

숙련
4.62 .592 4.07 .922 0.55 6.185***

과업수행에 대한 이해 4.70 .546 4.10 .864 0.59 7.172***

과업수행의 중요성 인식 4.64 .588 4.10 .916 0.54 6.101***

자

기

보

상

과업에서 성과 창출 시

스스로 보상
4.77 .482 4.02 .899 0.75 9.074***

자기보상에 대한 인식 4.56 .578 4.05 .920 0.51 5.751***

자신의 선호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보상
4.76 .475 4.04 .880 0.72 8.842***

자기보상에 대한 이해 4.57 .551 4.12 .903 0.45 5.241***

자

기

관

리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생활화

4.85 .363 4.18 .892 0.66 8.459***

과업에 임하는 자신의 

상태 지속적인 관리
4.58 .747 4.17 .801 0.40 4.510***

시간 및 계획을 통한 

자기관리
4.81 .394 4.24 .859 0.56 7.389***

자기관리에 대한 이해 4.56 .748 4.22 .780 0.34 3.828***

*** p<.001

3. 셀프리더십 역량의 현재수준에 대한 인식차이

국내 대기업 조직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셀프리더십 역량의 현재 수행수준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 간의 인식차이는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먼저 대학생이 스스로 현재수

준이 높다고 응답한 항목은 “시간 및 계획을 통한 자기관리 측면(M=3.65, SD=0.822)", "인간

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생활화 측면(M=3.59, SD=0.870)", "자기보상에 대한 이해 측면

(M=3.56, SD=1.0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기관리 역량과 자기보상 역량에 해

당하는 항목의 점수가 높았다. 반면에 대학생은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대안제시 측면

(M=2.59, SD=0.885)", "동기부여의 중요성 인식 측면(M=2.61, SD=0.889)", "조직구성원의 과

업에 대한 관심 및 신뢰 측면(M=2.63, SD=0.910)"의 현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

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동기부여 역량에 대한 항목들의 현재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동기부여 역량의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 수행하

고 있는 정도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 종사자가 스스로 평가한 셀프리더십 역량의 현재수준은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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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대기업 종사자 대학생 평균 차

(A-B)
t 값

평균(A) 표준편차 평균(B) 표준편차

동

기

부

여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관심 및 신뢰
2.35 .774 2.63 .910 -0.27 -2.807**

조직구성원에 대한 

격려
2.70 .779 3.11 1.023 -0.40 -3.859***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대안 제시
2.39 .762 2.59 .885 -0.19 -2.020*

동기부여에 대한 이해 2.69 .746 3.01 .980 -0.32 -3.167**

동기부여의 중요성 

인식
2.35 .736 2.61 .889 -0.26 -2.767**

목

표

지

향

자신의 성과를 위한 

구체적 목표 수립
3.74 .721 3.33 1.005 0.41 4.072***

목표 달성의 방향에 

대한 과업수행
3.75 .577 3.31 .934 0.43 4.899***

조직성과 창출을 향한 

자신의 목표 수립
3.73 .673 3.43 .937 0.30 3.186**

목표 수립에 대한 이해 3.73 .560 3.33 .903 0.39 4.513***

<표 Ⅳ-3 > 셀프리더십 역량의 현재수준에 대한 인식차이

절, 에티켓 생활화 측면(M=4.71, SD=0.485)", "시간 및 계획을 통한 자기관리 측면(M=4.66,

SD=0.504)", "과업의 높은 성과창출에 대한 인식 측면(M=4.52, SD=0.72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기관리 역량과 과업수행 역량에서 스스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기업 종사자가 스스로 현재 수행하는 수준이 낮다고 인식한 항목은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관심 및 신뢰 측면(M=2.35, SD=0.774)", "동기부여의 중요성 인

식 측면(M=2.35, SD=0.736)",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대안제시 측면(M=2.39, SD=0.762)”

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종사자가 스스로 낮다고 인식한 항목은 모두 동기부여 역량에

속한 것이다. 동기부여 역량의 중요성을 대학생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

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현재 동기부여 역량을 수행하고 있는 수준은 스스로 낮다고 평

가하고 있었다.

국내 대기업 조직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셀프리더십 역량의 현재수준에 대한 대기업 종사

자와 대학생 간의 인식차이는 모든 역량의 세부 항목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특히 동기부여 역량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는 현재수준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이 대기업

종사자의 인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기업 종사자가 동기부여 역량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스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기부여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목표지향

역량, 과업수행 역량, 자기보상 역량, 자기관리 역량의 모든 세부 항목들에서 현재수준에 대

한 대기업 종사자의 인식이 대학생의 인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관리

역량과 과업수행 역량은 대학생의 현재수준에 대한 인식에 비하여 대기업 종사자의 인식이

매우 높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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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대기업 종사자 대학생 평균 차

(A-B)
t 값

평균(A) 표준편차 평균(B) 표준편차

과

업

수

행

과업의 높은 성과 

창출에 대한 인식
4.52 .722 3.43 .887 1.09 11.612***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한 과업수행
3.91 .504 3.00 .910 0.90 10.701***

과업에 필요한 

기초능력 숙련
4.51 .722 3.49 .836 1.02 11.281***

과업수행에 대한 이해 3.99 .558 3.07 .879 0.92 10.817***

과업수행의 중요성 

인식
4.51 .702 3.39 .853 1.12 12.375***

자

기

보

상

과업에서 성과 창출 시

스스로 보상
3.85 .595 3.35 1.009 0.50 5.289***

자기보상에 대한 인식 3.87 .651 3.56 1.135 0.31 2.915**

자신의 선호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보상
3.75 .589 3.36 .971 0.38 4.173***

자기보상에 대한 이해 3.84 .626 3.56 1.093 0.27 2.684**

자

기

관

리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생활화

4.71 .485 3.59 .870 1.12 13.820***

과업에 임하는 자신의 

상태 지속적인 관리
3.94 .502 3.43 .825 0.51 6.492***

시간 및 계획을 통한 

자기관리
4.66 .504 3.65 .822 1.00 12.806***

자기관리에 대한 이해 4.03 .532 3.47 .795 0.55 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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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셀프리더십 역량의 교육요구도 차이

국내 대기업 조직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셀프리더십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수준에 대한 분

석을 바탕으로 실시한 교육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Ⅳ-4>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

다. 대학생의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관심 및 신뢰 측

면”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인식하기에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관심 및 신뢰 측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현재 자신의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조

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대안제시 측면”, “동기부여의 중요성 인식 측면” 역시 상대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준이 낮아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 종사자의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항목 역시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관심 및

신뢰 측면”으로 나타났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하기에 다른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하

여 관심과 신뢰를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 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준

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의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관심 및 신뢰 측면으로 나타난 것은 기업과 대학에서 반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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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대기업 종사자 대학생

교육요구도 순위(각 역량별) 교육요구도 순위(각 역량별)

동기

부여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관심 및 신뢰
11.373 1 1 4.569 1 1

조직구성원에 대한 격려 8.797 4 4 3.494 9 5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대안 제시
10.969 3 3 4.496 2 2

동기부여에 대한 이해 8.778 5 5 3.621 8 4

동기부여의 중요성 인식 11.225 2 2 4.422 3 3

목표

지향

자신의 성과를 위한 

구체적 목표 수립
3.461 12 4 3.188 10 3

목표 달성의 방향에 대한 

과업수행
4.750 7 1 4.168 7 2

조직성과 창출을 향한 

자신의 목표 수립
3.565 11 3 2.888 14 4

목표 수립에 대한 이해 4.686 8 2 4.301 4 1

<표 Ⅳ-4>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할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동기부여의 중요성 인식 측면”, “조직구성원의 과

업에 대한 대안제시 측면” 역시 상대적으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 종사자의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항목들은 모두 동기부여 역량의 세부 항목들이므로 기업에서 조직

차원으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대한 역량개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교육요구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자기보상에 대한 인식 측면”과 “자기보상에 대

한 이해 측면”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부 항목들은 자기보상 역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대

학생이 인식하기에 자기보상 역량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현재 자신의 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고,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역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보상 역량에 대

한 대기업 종사자의 교육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즉, 대기업 종사자는 자기보상

역량의 절대적인 중요도와 그에 따른 교육요구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는 것

에 반해 대학생의 교육요구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종사자로 취업하고자

다양한 역량개발에 힘쓰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자

기보상에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거나 현재 자신의 수행수준이 높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보상 역량은 자신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정병

재, 2002). 최근에는 조직의 인사와 교육에서 자기보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많

은 대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성원들의 자기보상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Schuster & Zingheim, 1992; Wilson, 1995). 이것은 자기보상 역량개발에 대학생 스스

로의 자발적 참여와 대학교육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기업 종사자

의 교육요구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과업에 필요한 기초능력 숙련 측면”과 “과업수행의 중

요성 인식 측면”, “과업의 높은 성과창출에 대한 인식 측면”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은 모

두 과업수행 역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과업수행 역량의 중요도와 현재수준에서 나타나듯

이 대기업 종사자는 과업수행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현재 수행수준 또한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종사자에게 조직에서의 전문성강화 및 업무처리능력과 같은 과

업수행 역량은 보유해야 할 중요한 역량이면서도(홍진원 외, 2008),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요

구되는 기초역량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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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대기업 종사자 대학생

교육요구도 순위(각 역량별) 교육요구도 순위(각 역량별)

과업

수행

과업의 높은 성과 창출에 

대한 인식
0.589 20 3 2.332 20 5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한 과업수행
3.897 10 1 4.235 5 1

과업에 필요한 기초능력 

숙련
0.488 22 5 2.340 19 4

과업수행에 대한 이해 3.342 14 2 4.233 6 2

과업수행의 중요성 인식 0.588 21 4 2.894 13 3

자기

보상

과업에서 성과 창출 시 

스스로 보상
4.400 9 2 2.706 16 2

자기보상에 대한 인식 3.114 15 4 1.958 22 4

자신의 선호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보상
4.827 6 1 2.746 15 1

자기보상에 대한 이해 3.347 13 3 2.288 21 3

자기

관리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생활화
0.648 19 4 2.486 18 4

과업에 임하는 자신 상태 

지속적인 관리
2.902 16 1 3.079 12 2

시간 및 계획을 통한 

자기관리
0.711 18 3 2.494 17 3

자기관리에 대한 이해 2.440 17 2 3.171 11 1

* 본 표는 Borich 교육요구도 계산공식에 의해 산출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셀프리더십 역량개발의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셀프리더십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수준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

탕으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에서 요구하는 셀프리더십 역량의 중요도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 간의

인식차이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대기업 종사자가 대학생에 비해 동기부여, 목표지향, 과

업수행, 자기보상, 자기관리의 모든 셀프리더십 역량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셀프리더십 역량 중 동기부여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동기부여 역

량 가운데 자기 스스로에게 행사하는 동기부여보다 다른 조직구성원에게 행사하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인식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대학생이 팀제로 운영되어 구성원 간의 관계와

협력이 중요한 기업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더욱 큰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는 의미가 역량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개발목

표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중요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은 대학생 셀프리더십 역량개발의 목표로써 대학생의 인식을 기업맥락에서 중요하게 인식하

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기업에서 요구하는 셀프리더십 역량의 현재 수행수준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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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간의 인식차이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대기업 종사자가 대학생에 비해 목표지향, 과업

수행, 자기보상, 자기관리의 대부분의 셀프리더십 역량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현재 셀프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도에 비해 대학

생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현재수준을 대부분 낮게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과업수행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 가운데 시간 관리와 윤리 및 매너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대

학생이 대기업 종사자에 비해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전문성이 낮고,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납기를 지키는 습관의 생활화가 기업조직에서 보다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윤리 및 매너 측면에서 기업에서는 윤리를 일반적인 수준보다 강화하여 구

성원의 윤리 및 정직성(Integrity)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고, 구성원에게 비즈니스 매

너 함양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수행수준

분석을 실시하는 의미가 부족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셀프리

더십 역량에 대한 수행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역

량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기업에서 요구하는 셀프리더십 역량의 교육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 모두 동기부여 역량에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자신에게 행사하

는 측면보다 다른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행사하는 측면이 높았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취업이나 학업성취 등의 성과달성 측면에서 대학생의 자기 스스로에게 발휘하는 동기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손영화, 2010; 이숙정, 2011). 본 연구에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동기

부여 측면의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 뿐 만 아니라 조직공동

체의 동료들에 대한 관심 및 신뢰, 격려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반해 현 수준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요구도 분석의 목적이 역량개발의 우선순위를 밝힌다는 점에서(권대봉

외, 2010) 셀프리더십 역량 가운데 동기부여 역량, 특히 다른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

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 분석에서 동기부여 역량과 그 중에서도

다른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이 인식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재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 및 수행활동의 개선이 요

구된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취업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기업 취업

의 필수 관건으로 대학생들은 학벌, 학력과 높은 학점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이를 향상

시키는데 치중하고 있다(안관영, 2000). 또한 대학생은 취업준비활동으로 영어, 제 2외국어

등의 어학능력 개발과 인․적성검사에 대비한 모의시험 문제풀이,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최

우선으로 매진하고 있다(김재원, 2003).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과 수행

활동을 통한 스펙(spec)쌓기가 취업에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박소연, 송영수, 2008;

이성호, 1996), 기업에서는 대학생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내적역량을 개발해야 할 필

요성을 제기한다(장영길, 2005). 이는 셀프리더십 역량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적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생들은 다양한 취업준비활동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셀프리더십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부족한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교육요구 분석이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역량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후순위의

역량개발로 확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대학생의 동기부여 역량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는 동기부여가 성과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추세(양동민 외,

2009)와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 스스로에게 행사하는 동기부여 외에도 다른 구성원에게 긍

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동기부여의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생들에게 조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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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성과제고를 습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경쟁 위주의 사회와 개인주의의 팽배

속에 대학생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성향이 강하지만(이희영, 최태진, 2004), 팀 동료를 북돋아

주는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동료의 일에 관심 및 신뢰를 보이고 대안을 함께 모색

하는 실천적 삶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행위적․인지적 전략의 심리학적 접근방식과는 달리 셀프리더

십에 대한 역량 중심적 접근방식으로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을 비교 분석한 것은 HRD의

조직적 차원으로써 개발 가능성을 제고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구성원의 셀프리더십 역량수

준이 기업의 성과달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Dolbier et al., 2001; Georgianna, 2007; Neck,

& Houghton, 2006), 대기업 종사자의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중요도․수행수준․교육요구

도의 다층적 분석으로써 역량진단은 구성원 개인경쟁력을 조직경쟁력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HRD 부서에 역량개발의 시사점으로 제공될 수 있다.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다층적 분석의 역량진단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의

책임이 있는 대학교육에 시사점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기업의 인사 부서에서는 대졸 취업

자의 셀프리더십 역량수준을 가늠하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고, 역량개발을 통한 기업수준

으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HRD 부서에게는 간극해소를 위한 교육체계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셀프리더십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 셀프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셀프

리더십 역량에 대한 인식차이를 발견하여 기업과 대학생이 서로 공감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대기업 종사자와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인식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실증적 확

인을 통해 효과적인 양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

다는 의의가 있다. 심층적인 대학생 셀프리더십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의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역량개발을 위한 대학생 교육의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개발방안과 세부 교육방법에 대한 심

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기 위한 조사 기업

및 대학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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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perceptions and educational needs on self-leadership competency

: businessmen vs. college students

Junho Chung, Youngsoo S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perceptions on self-leadership

competency between businessmen and college students. To do thi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50 businessmen in Korean large enterprise as well as 210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businessmen' perceptions on

the necessity of motivation competency, goal-setting competency, task performance

competency, self-reward competenc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in all the

self-leadership competency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Second, businessmen' perceptions on the current level of goal-setting competency, task

performance competency, self-reward competenc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motivation competency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businessmen'.

Third, the level of educational needs desired by both businessmen and college students

descended from motivation competency. The perception gap of self-leadership

competency indicates that current college curriculums should be improved and new

courses should be design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corporations.

Key words : Self-leadership, Competency, Gap of perceptions, Educational nee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