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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경로-목표 이론(path-goal theory)을 바탕으로 경로-목표 리더십 스타일

중 성취지향적(achievement oriented) 리더십과 참여적(participative) 리더십이 직무

번영감과의 관계에서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과 절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제조 기

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21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구조 방정

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첫째,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참여적 리더십은 활력과

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참여적

리더십이 직무 번영감과의 관계에서 조직 공정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

다. 구체적으로 분배 공정성은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활력, 참여적 리더십과 활력 간

관계를 매개했으나, 학습과의 관계는 매개하지 않았고, 절차 공정성은 참여적 리더십

과 학습의 관계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ᆞ, 실용적 의의와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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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긍정 심리학에 기반을 둔 긍정 조직 행동론(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이 등

장한 이래로 인간의 긍정적 심리 상태나 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조직에서도

구성원들이 업무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긍정심리 상태 중 하나인 직무 번영감(thriving

at work)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직무 번영감은 활력(vitality)과 학습

(learning)이 결합된 개념으로(Porath et al., 2012; Spreitzer et al., 2005), 구성원이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충만함을 느끼고, 자신의 일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Dweck 1986;

Elliott & Dweck 1988). 그동안 직무 번영감을 촉진하는 선행 요인들과 번영감의 효

과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Carmeli & Spreitzer, 2009; Niessen,

Sonnentag, & Sach, 2012; Paterson, Luthans, & Jeung, 2014), 구성원들이 가진 긍정

적인 관계와 의미 자원(Carmeli & Spreitzer, 2009; Niessen, Sonnentag, & Sach,

2012), 리더의 지원과 참여적 분위기(Paterson, Luthans, & Jeung, 2014) 등을 제외하

고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상사의 코칭 행동(조영복,

주규하, 2013), 신뢰(박상언, 김학수, 임영재, 2016), 조직 예의(설정훈, 유민준, 2019)

등과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직무 번영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박상언, 김학수, 임영재, 2016).

직무 번영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먼저 리더십을 들 수 있다. 리더의 행동과

태도는 구성원들의 조직 내 긍정적인 심리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리더의

리더십 발휘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의 결과로 이어진다(House, 1971; Jermier,

1996). House와 Dessler(1974)는 구성원들은 리더의 행동을 즉각적인 만족의 원천이

되거나 미래의 만족에 수단이 된다고 보는 정도에 따라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직무 번영감을 촉진하는 선행요인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리더십 행동과

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로-목표 이론(path-goal theory)은 구성원들이 열심

히 일하도록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리더의 행동을 연구한 이론이며, 동기부여 이론

의 하나인 기대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그들이 추구

하는 목표에 도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리더의 행동을 수용하며 상황에 따라 특정 리더

십 스타일들은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보상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리더십 유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로-목

표 이론은 리더의 행동을 지시적(directive), 지원적(supportive), 참여적(participative),

성취지향적(achievement-oriented)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House, 1971). 최초

에 주장된 경로-목표 이론은 리더의 과업지향적 행동(지시적 리더십)과 관계지향적

(지원적 리더십) 행동이 구성원의 만족과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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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Evans, 1970; House, 1971). 이후에 경로-목표 이론은 참여적 리더십과 성취지향적

리더십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Evans, 1974; House, 1996). 과업지향적 리더십

행동과 관계지향적 리더십 행동이 리더십 행동의 극단을 대비하여 설명하였다면, 성

취지향적 리더십 행동과 참여적 리더십 행동은 중간 지점에 있는 리더십 행동을 좀

더 세분화하여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취지향적 리더십 행동은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적인 목표와 높은 수준의 성과기준

에 맞게 노력하는 것을 촉구한다. 참여적 리더십 행동은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구성원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조

직의 성과를 창출한다(House, 1996; Jermier, 1996). 특히 경로-목표 이론에서 언급한

리더십 행동 중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참여적 리더십은 직무의 범위가 넓고 개인 성장

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직무환경에서 적합할 수 있다(Griffin, 1980).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직무 번영감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참여적 리더십과 성취지향적 리더십

을 중심으로 관계를 확인하였다.

한편, 사회적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르면 조직이 자신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몰입을

보인다(Cropanzano & Mitchell, 2005). 의사결정의 결과물에 대한 분배와 그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하는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은 조직 공정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Greenberg, 1987, 1990). 국내외 실증연구에서도 조직 공정성이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서인덕, 정시영, 2007; Walumbwa

Hartnell, & Oke, 2010). 특히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은 리더십과 구성원의 긍정

적인 행동 및 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주목을 받았다(최준원, 2017; Lee et

al., 2010). 또한 변혁적 리더십(최준원, 2017)과 서번트 리더십(Walumbwa Hartnell, &

Oke, 2010) 등 리더십 스타일과 함께 그 관계를 확인한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직무 번영감과의 관

계에서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리

더십 행동에 따른 조직 공정성과 직무 번영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리

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배 공

정성과 절자 공정성이 리더십 행동과 직무 번영감을 매개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공정

한 조직 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경로-목표 이론(path-goal theory)과 경로-목표 리더십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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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goal leadership styles)

경로-목표이론은 Vroom(1964)의 기대 이론(expectancy theory)과 Evans(1970)의

연구에 기반을 둔 이론으로(House, 1996), 리더의 행동이 구성원의 동기와 성과,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다(House, 1971). Vroom(1964)의 기대 이론은 노력하

면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을 때(기대감), 노력의 결과에 대해 보상이 기대될 때(유의성),

과업 수행의 결과로 얻게 될 보상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수단성), 구성원들의 동기가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 따르면 리더의 역할은 구성

원들에게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만들어 주고 기대수준을 명확

하게 제시하며 성과달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Vroom & Jago,

2007). 따라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일의 의미를 설명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함으

로써 동기를 부여하며 그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Northouse,

2016).

House(1996)는 리더의 행동을 지시적, 지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의 4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지시적 리더십은 과업과 관련된 심리적인 구조를 제공하고, 지원적 리

더십은 구성원의 만족감을 기반으로 한다. 참여적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을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이 달성할 목표를

명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Malik, 2012). 리더는 구성원들의 지식과 경험의

향상을 도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4가지 리더십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다(Olowoselu, Mohamad, Aboudahr, 2019).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유형의 리더십 행동 중 참여적 리더십과 성취지향적 리더십에

보다 주목하였다. 두 리더십 행동은 구성원들이 조직 내 비전 설정과 의사결정 과정

에 참여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다(House, 1971, 1996). 특히 절차와 성과에서 서로 다

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적 리더십과 성취지향적 리더십

행동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유형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련된 절차 공정성 그

리고 성과의 분배와 관련한 분배 공정성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참여적 리더십

은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제안을 끌어내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며, 구

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행동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근간으

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정성과의 밀접한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성취지향적 리

더십은 도전적인 작업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개선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의 능력발휘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는 리더의 행동이다. 구성원들의 성과에 주목하며 리더십 행동을

발휘하다 보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보다는 속도와 결과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리더십 행동의 차이가 구성원들의 직무 번영감과 공정

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리더

십과 직무 번영감 간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공정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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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과정에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참여적 리더십과 성취지향적 리더십을 선행요인으

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리더십 행동의 차이가 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 공정성과 번영

감의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한다.

2. 분배 및 절차 공정성

조직 공정성은 조직 내 공정성(fairness)의 역할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태동한 개

념으로(Greenberg, 1990) 임금, 인센티브, 승진 기회, 성과 평가와 같은 조직 내 자원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직원의 인식이자 재무적·비재무적 보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Greenberg, 1987). 조직 공정성은 조직과 개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 예를 들

어, 직무 성과(job performance),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 조직 시민 행동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비생산

적 과업 행동(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s), 직무 열의(work engagement) 등과

함께 연구 되었다(Cohen-Charash & Spector, 2001; Colquitt et al., 2001). 조직 공정

성은 크게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나뉘며, 분배 공정성은 보

상 만족, 직무 만족, 이직 의도와 같은 개인적 성과 변수와, 절차 공정성은 조직 몰입,

조직 시민 행동과 같은 조직 차원의 결과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재훈 & 최익봉,

2004).

분배 공정성은 Adams(1965)의 형평 이론(equity theory)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이론

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의 업무 기여 대비 보상 비율을 주변 동료 혹은 그들 자신

의 이전 것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인식한다. 비교를 통해 기여와 보상 어느 한쪽의 불

균형이 생기면 불공정성을 경험하고 죄책감이나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Greenberg & Colquitt, 2013). 하지만 형평 이론은 공정함을 단일 차원으로 간주하여

결과적 공정성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

계가 있다(Leventhal, 1976). Leventhal(1980)은 이러한 한계점을 비판하며 정의 판단

모형(Justice Judgement Model)을 통해 절차 공정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Greenberg

& Colquitt, 2013). 이후 조직 공정성은 결과의 균형적 배분을 의미하는 분배 공정성

과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단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절차 공정성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져 왔다(Greenberg, 1987, 1990). 한편, 상호작용 공정성은 Bies와

Moag(1986)에 의해 분배의 과정이 수행될 때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질에 주목하는 개

념이다(Colquitt et al., 2001). 상호작용 공정성은 의사결정이나 절차 수행 시 조직으

로부터 인격적 대우와 존중을 받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대인 공정성과 절차와 분배

의 합리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정도를 의미하는 정보 공정성으로 구성된

다. 그러나 상호작용 공정성이 분배 공정성과 완벽히 다른 공정성의 차원을 구성하는

지 아니면 절차 공정성의 하위 요소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문형구, 최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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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욱, 2009). 상호작용 공정성을 절차 공정성과 함께 조직 공정성의 요소로 구분하기

에는 이질적이라는 주장(Cropanzano et al., 2001)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관계를 살펴보았다.

3. 직무 번영감

조직 내에서 성과를 창출하면서도 개인의 경력관리를 주도적으로 하고 신체적, 심

리적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 조직구성원의 직무 번영감(Thriving at

work)은 특히 중요하다(Porath et al, 2012). 직무 번영감은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활력(Vitality)과 학습(Learning)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Porath

et al., 2012; Spreitzer et al., 2005). 활력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충만한 긍정적 느낌을

의미하고, 학습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감각을 의미한다(Dweck

1986, Elliott & Dweck 1988; Nix et al., 1999). 정서적 감각인 활력과 인지적 감각인

학습이 모두 충족될 때 번영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차원만으로는 직무 번

영감을 경험할 수 없으며 활력만을 느끼는 개인은 정체감을 겪고, 학습만을 느끼는

개인은 소진된다(Spreitzer et al, 2005).

Spreitzer 외(2005)는 사회적 배태 모형(socially embedded model)을 통해 직무 번

영감을 회복탄력성(resilience), 번영(flourishing), 몰입(flow), 웰빙(subjective

well-being),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등 다른 심리적 구인과 구분했다. 회복탄력

성과 직무 번영감은 상황을 긍정적인 조절을 통해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Carver 1998, Sutcliffe & Vogus, 2003). 그러나 회복탄력성은 긍정적인 사건뿐만 아

니라 역경, 갈등, 실패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포괄하는 반면 직무 번영감은 어려운 상

황에 대한 인내 없이 성장에 도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Rober et al, 2005). 번영

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정신 상태로 번영 상태의 사

람은 자기 효능감과 더불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충만함을 느낀다(Keyes &

Haidt, 2003). 하지만 학습의 과정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무 번영감과

구분된다(Spreitzer et al, 2005). 몰입은 고도의 집중 상태로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

지고 시간 개념의 왜곡을 경험하는 것으로(Nakamura & Csikszentmihalyi, 2014), 몰

입 상태에서는 학습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기 때문

에(Privette, 1983) 직무 번영감과 구분된다. 웰빙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경험으로(Diener et al. 1999), 삶, 직장, 가족, 건강과 같은 영역에서의 만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직무 번영감보다 포괄적인 수준의 개인의 긍정적 조건을 반영한다.

자아실현은 잠재력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직무 번영감과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 자아실현 보다 직무 번영감을 더 자주 경험하며(Sonenshein et al. 2005), 핵심 욕

구(예를 들어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직무 번영감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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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eschi & Calhoun, 2004)는 점에서 구분된다.

4.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 번영감과 관련된 선행요인들은 개인의 특성과 관계 자원

(relational resources)으로 구분된다(Kleine et al., 2019). 특히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관계 자원으로 직무 번영감은 리더의 지원(Paterson, Luthans, & Jeung, 2014), 임파

워먼트(Li et al., 2016), 서번트 리더십(Walumbwa et al., 2018) 등과 정(+)적인 관련

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Klein 외(2019)는 메타 연구를 통해 직무 번영감과 지원적 리

더십, 임파워먼트,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 간의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직무 번영감을 활력과 학습을 종합한 측면에서의 총체적인

직무 번영감과 리더십 간의 정(+)적인 관계를 확인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직무 번

영감의 구성 요소인 활력과 학습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더가 구성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활력을 느끼고 다양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리더

의 참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직무 번영감과 긍정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가정한다. 성

취지향적 리더십은 직무 번영감과의 관계를 추론할 실증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만 구성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충분히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점에서(Malik, 2012) 직무 번영감의 구성 요소들인

활력과 학습에 관련될 것으로 가정한다.

가설 1-1. 리더의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직무 번영감(1-1a 활력, 1-1b 학

습)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

가설 1-2. 리더의 참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직무 번영감(1-2a 활력, 1-2b 학습)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

리더의 행동, 예를 들어 변혁적 리더십(김호균, 2015, 이규민, 전경철, 2006)은 구성

원의 조직 내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다. 성공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절

차와 성과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만약 구성원들

이 절차와 보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리더십이 성공적이지 않

았다고 할 수 있다(Schriesheim et al., 2006). 또한 선행연구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이 리더십과 그에 따른 조직원들의 인식과 행동을 매개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에 주

목하고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관계들을 실증연구들을 통해 확인하였다(예를 들면,

Gupta & Bhal, 2020; Nandedkar & Brown, 2018). Tuytens와 Devos(2012)는 리더의

카리스마 역시 절차 공정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규민과 전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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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와 절차 공정성이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참여적 리더십이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

성에 정(+)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가정한다.

가설 2-1. 리더의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분배 공정성(2-1a)과 절차 공정성

(2-1b)에 정(+)적인 관련이 있다.

가설 2-2. 리더의 참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분배 공정성(2-2a)과 절차 공정성

(2-2b)에 정(+)적인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적 리더십과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조직원들의 성과에 기여하는

서로 다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분배 및 절차 공정성에 주목한다. 먼저, 분배 및 절

차 공정성과 직무 번영감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지만, 조직 공

정성이 조직 시민 행동(Walumbwa Hartnell, & Oke, 2010)과 웰빙(Moliner et al.,

2008) 등 구성원의 긍정적인 행동과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공정성 인식(Abid et al., 2019), 조직지원인식(Abid, Zahra, & Ahmed, 2015)이나

리더에 대한 신뢰(Jaiswal & Dhar, 2017) 등이 직무 번영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분배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직무 번영감 간

정(+)적인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리더십 혹은 리더-구성원 관계와 구성원의 긍정적 행동 및 심리

적 상태를 매개하는 메커니즘으로 조직 공정성을 주목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리더십과 조직원 행동 및 심리상태 간 관계를 분배 혹은 절차 공정성이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예를 들어, Gillet et al., 2013; Nandedkar & Brown, 2018;

Rokhman & Hassan., 2012). 국내에서는 최준원(2017)이 변혁적 리더십과 주관적 경

력성공 지각의 관계에서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이 완전 매개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고, 한진환(2006)은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이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시민 행

동 간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이

분배 및 절차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활력과 학습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가설 3-1. 분배 공정성(3-1a)과 절차 공정성(3-1b)은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직무 번

영감의 관계를 매개한다.

가설 3-2. 분배 공정성(3-2a)과 절차 공정성(3-2b)은 참여적 리더십과 직무 번영감

의 관계를 매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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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경력-목표이론을 바탕으로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참여적 리더십이 직무 번영감과의

관계에서 조직 공정성의 매개 효과를 위해 설정한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연구 모형에서 측정변수는 생략되었고, 외생 변수 간에는 공분산이 연결되었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자료수집 및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국내 A그룹사의 계열사로 업종 구분은 제조업이다. 팀장의

리더십 행동에 대한 팀원들의 평가와 팀 내 절차적, 분배 공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

기 위해 신임팀장 4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임팀장 보임 이후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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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발휘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의 팀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6개

팀 237명의 응답이 수집되었고, 불성실한 응답 16개를 제외한 221개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대상

자의 성별은 남자가 205명(92.8%), 여자가 16명(7.2%),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0명

(4.5%), 30대가 54명(24.4%), 40대가 142명(64.3%), 그리고 50대가 15명(6.8%)으로 나

타났다. 직무는 전략/기획이 33명(14.9%), 인사/교육/노무가 25명(11.3%), 재무/회계가

4명(1.8%), 영업이 7명(3.2%), 홍보/마케팅이 27명(12.2%), 생산/품질관리가 125명

(56.6%)으로 조사되었다. 직급별로는 사원이 52명(23.5%), 대리가 44명(19.9%), 과장이

76명(34.4%), 차장이 41명(18.6%), 부장은 8명(3.6%)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05 92.8

여 16 7.2

연령

20대 10 4.5

30대 54 24.4

40대 142 64.3

50대 15 6.8

직무

전략/기획 33 14.9

인사/교육/노무 25 11.3

재무/회계 4 1.8

영업 7 3.2

홍보/마케팅 27 12.2

생산/품질관리 125 56.6

사원 52 23.5

직급

대리 44 19.9

과장 76 34.4

차장 41 18.6

부장 8 3.6

합계 221 10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 측정 도구의 구성 및 분석 방법

경력-목표 이론은 House와 Dessler(1974)가 개발한 측정도구 중 “나의 상사는 나에

게 최고 수준의 업무를 기대한다고 말한다.”를 포함한 성취지향적 리더십(5문항)과

“나의 상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포함한 팀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다.”를 포

함한 참여적 리더십(5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직 공정성은 Moorman(1991)이 개발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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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구 중 “의사결정 과정에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를 포함한 절차

공정성(7문항)과 “나는 내가 들인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를 포함한

분배 공정성(5문항)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직무 번영감은 Porath 등(2012)

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직장에서 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를 포함한

10문항(학습 5문항, 활력 5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연구진과 미국의

Bilingual 박사 2인의 협조 하에 번역되었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와 Mplu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구조

방정식 모형 추정 방법에는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적용되었고, 적합도

지수에는 해석 기준이 있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고려하였다. CFI와 TLI는 0.9 이상, RMSEA는 0.08 이하

(Browne & Cudeck, 1993), SRMR은 0.08 이하(Hu & Bentler, 1999)일 때 좋은 적합

도로 평가한다. 적합도 판정 후 각 모형별로 경로 및 매개효과를 추정하였고, 매개효

과는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활용하여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상관관계,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기술통계에는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분석에는 Karl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신뢰도 분석에는 Cronbach α 값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해 타당도를

분석하였고, 성취지향적 리더십 4번 문항(“I show that I have doubts about

subordinates’ ability to meet most objectives”)과 지원적 리더십 3번 문항(“I act

without consulting my subordinates”)을 제외하고, 모두 요인부하량 기준 0.5 이상이

충족되었다. 제거된 두 문항은 모두 역산문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연

구진의 내용타당도 분석에서 직무번영감 중 활력의 한 문항(“I feel alive and vital”)

은 다른 문항들(예를 들어, “I have energy and spirit”와 “I do not feel very

energetic”)과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제거하였다. 자료의 정상성과 관련하여 기준(왜도

2미만, 첨도 7미만; West, Finch, & Curran, 1995)을 충족하였고, 신뢰도도 0.8을 상회

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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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Note. 괄호 안의 숫자는 신뢰도를 나타냄. ***p < .001

2.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성과지향적 리더십과 참여적 리더십이 직무 번영감과의 관계에서 절차 공정성과 분

배 공정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각 잠재변

인은 최소 3문항에서 7문항에 이르기까지 측정변인의 개수가 달랐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모형을 간소화하고, 표집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 요인에 속하는 문항을 합산

하는 내적 일관성 방법(MacCallum et al., 1999)으로 파슬링(parceling) 기법을 적용하

였다. 절차 공정성은 3문항으로 파슬링 되었고(1, 2번 문항/3, 4번 문항/5, 6, 7번 문

항), 학습은 4문항으로 파슬링 되었다(1, 2번 문항/3번 문항/4번 문항/5번 문항). 연구

모형은 성취지향적 리더십 모형(CFA 모형1, 연구 모형1)과 지원적 리더십 모형(CFA

모형2, 연구 모형2)으로 구분되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샘플 수에 비해 변수가 많았고,

두 리더십 유형 간 상관이 높은 편임을 감안하여, 구분하여 분석한 뒤 계수를 비교하

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석 결과, CFA 모형1(CFI = .959,

TLI = .951, RMSEA = .069, SRMR = .045)과 모형2(CFI = .970, TLI = .963,

RMSEA = .061, SRMR = .033)는 모든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하였다.

구분 1 2 3 4 5 6

성취지향적 리더십 (.853)

참여적 리더십 .801*** (.845)

절차 공정성 .720*** .725*** (.913)

분배 공정성 .656*** .685*** .740*** (.976)

학습 .490*** .493*** .620*** .565*** (.896)

활력 .561*** .575*** .600*** .655*** .695*** (.867)

평균 3.68 3.86 3.74 3.42 3.80 3.38

표준편차 0.66 0.76 0.67 0.85 0.67 0.78

왜도 -0.08 -0.76 -0.67 -0.35 -0.70 1.75

첨도 -0.27 0.85 0.98 0.47 -0.36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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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조 방정식 분석 결과, 성취지향적 리더십 모형(연구 모형1 : CFI = .936, TLI =

.924, RMSEA = .086, SRMR = .078)과 참여적 리더십 모형(연구 모형2 : CFI = .965,

TLI = .958, RMSEA = .066, SRMR = .040)은 모든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하였다.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활력과 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1-1a와 1-1b는 기각되었다. 참여적 리더십 역시 활력과 학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련이 없어 가설 1-2a와 1-2b는 기각되었다.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절차 공정성(β=.784,

p<.001)과 분배 공정성(β=.659, p<.001)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2-1a

와 2-1b는 채택되었다. 참여적 리더십 또한 절차 공정성β=.872, p<.001)과 분배 공정

성(β=.80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어 가설 2-2a와 2-2b는 채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참여적 리더십은 조직 공정성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분배 공정성은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활력, 참여적 리더십과

활력 간 관계를 매개했으나, 학습과의 관계는 매개하지 않았다. 반면, 절차 공정성은

참여적 리더십과 학습의 관계만 매개하였다. 따라서 가설3-1a, 3-2a, 3-2b는 부분적으

로 채택되었고, 가설3-1b는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 및 [그림

2]와 같다.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90% CI) SRMR

기준 - - >.900 >.900 <.100 <.080

CFA 모형1 292.384*** 142 .959 .951 .069 [.058, .080] .045

CFA 모형2 259.631*** 142 .970 .963 .061 [.049, .073] .033

연구 모형1 376.148*** 143 .936 .924 .086 [.075, .097] .078

연구 모형2 279.957*** 143 .965 .958 .066 [.054, .077]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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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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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경로 b(S.E.) β t

연

구

모

형

1

성취지향적 리더십 → 절차 공정성 .840(.191) .784 4.400***

성취지향적 리더십 → 분배 공정성 1.016(.270) .659 3.761***

성취지향적 리더십 → 학습 .291(.302) .250 .963

성취지향적 리더십 → 활력 .399(.319) .267 1.249

절차 공정성 → 학습 .388(.204) .358 1.897

분배 공정성 → 학습 .144(.068) .191 2.105*

절차 공정성 → 활력 .226(.219) .162 1.035

분배 공정성 → 활력 .401(.088) .414 4.546***

연

구

모

형

2

참여적 리더십 → 절차 공정성 .824(.082) .872 10.030***

참여적 리더십 → 분배 공정성 1.098(.108) .800 10.138***

참여적 리더십 → 학습 -.108(.226) -.104 -.475

참여적 리더십 → 활력 .257(.300) .194 .859

절차 공정성 → 학습 .653(.221) .595 2.952**

분배 공정성 → 학습 .185(.075) .245 2.461*

절차 공정성 → 활력 .304(.280) .216 1.085

분배 공정성 → 활력 .373(.106) .385 3.518***

모형 경로 b 95% CI

연

구

모

형

1

성취지향적 리더십 → 절차 공정성 → 학습 .326 [-.199, 1.106]

성취지향적 리더십 → 절차 공정성 → 활력 .190 [-.415, .715]

성취지향적 리더십 → 분배 공정성 → 학습 .146 [-.066, .365]

성취지향적 리더십 → 분배 공정성 → 활력 .407*** [.177, 1.076]

연

구

모

형

2

참여적 리더십 → 절차 공정성 → 학습 .538*** [.104, .1.196]

참여적 리더십 → 절차 공정성 → 활력 .251 [-.499, .864]

참여적 리더십 → 분배 공정성 → 학습 .203 [-.012, .465]

참여적 리더십 → 분배 공정성 → 활력 .410*** [.108,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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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모형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리더십이 직무 번영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이 매개한다

고 가정하고,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

다. 분석 결과,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참여적 리더십은 절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직무 번영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러

한 결과는 리더십과 직무 번영감의 관계가 조직 공정성 등 다른 구인을 통한 간접적

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리더십 유형에 따라 조직 공정성과 직무 번영감 간 관계

도 달랐는데, 성취지향적 리더십의 경우 절차 공정성은 직무 번영감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련이 없었던 반면, 분배 공정성은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참여적 리더십의

경우 절차 공정성은 학습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으나 활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며, 분배 공정성은 직무 번영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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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참여적 리더십 모두 분배 공정성을 통해 활력을 향상시

켰고, 참여적 리더십만 절차 공정성을 통해 학습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고 달성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구

성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참여적 리더십 모두 구성원들로 하

여금 결과와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단에 대해 공정하다고 느끼게 하

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카리스마 리더십(Tuytens & Devos, 2012)과

변혁적 리더십(김호균, 2015, 이규만, 전경철, 2006)이 조직 공정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데, 성취지향적, 카리스마, 변혁적, 참여

적 리더십 모두 팀 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사결정의 절차와 결과를 구성원들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리더는 의

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구성원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참여적 리더십 모두

활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분배 공정성이 확보되었을 때 구성원들이

일터에서 활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배 공정성이 직무에 대한 만족, 보

상에 대한 만족, 이직 의도와 같은 개인적 성과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재훈 &

최익봉, 2004)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결과에 대한 공정성은 리더십을 통해 구

성원들에게 직무 수행 과정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

과에 대한 분배 공정성은 모두가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여 대

비 공정한 보상을 받았다고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참여적 리더십과 성취지향적 리더십 모두 절차 공정성과 관련이 있었으나 참여

적 리더십만이 이를 통해서 학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차이는 구성원들

을 의사결정 상황에 참여시키는 것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구성원의 학습을 보다 촉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절차 공정성은 참여적 리더십과 활력

을 매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과

자원 등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그러한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행정을 유발할 경우 구성원들의 활력을 일부 저해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보

다 정교한 업무 프로세스와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적 지원이 갖춰진다면 절차

공정성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직무

번영감의 구성요소인 활력과 학습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Porath 외

(2012)는 활력과 학습을 통해 일터에서의 개인 성장의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을

설명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리더십과 조직 공정성이 활력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활력

과 학습을 통해 직무 번영감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활력과 학습은 서로 다른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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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활력과 학습의 다차원 개념으로 직

무 번영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 번영감의 선행요인들이 직무 번영감에 미치

는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절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이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기존 논

의(Greenberg & Colquitt, 2013)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 조직

은 제조업으로 아직까지는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 공정성이나 분

배 공정성을 인식할 때 비교 대상이 직급과 직무가 비슷한 조직원과 그렇지 않은 조

직원일 경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충분한 샘플을 확

보하지 못해 팀 내외 간 조직 공정성의 차이를 분석할 수 없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조직 내외 간 조직 공정성의 인식 차이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

다.

기술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첫째, 샘플 수의 제한과 두 유형의 리더십의 상관이

높아 한 모델 안에서 두 리더십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

한 조직으로부터 충분한 샘플 수를 확보하여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참여적 리더십을

직접 비교하는 모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1년의 기간 동안 신임

팀장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물리적 시간을 확보했지만, 신임팀장들의 리더십 개발과

발휘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팀장들의 대상으로 진

행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그러한 차이를 비교한 후속연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A그룹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제조업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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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ating Effects of Distributive and Procedure Justi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h-Goal Leadership Style and Thriving at Work:
Focusing on Achievement-Oriented Leadership and Participative

Leadership

So-Kyum Yoon, Sangok Yoo, Yunsoo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h-goal leadership styles and

thriving at work, based on the path-goal theory. To achieve the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f members of a large manufacturing company, and 221 responses

were analyzed. The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achievement-oriented and participative leadership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both vitality and learning but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organizational justice.

Specifically, distributive justi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eadership and vitality, and procedural justice on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ve leadership and learning.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e practical and academic implications related to the role of leadership,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al justice, the research on the different mechanisms of

the predictors of thriving at work.

Key words : path-goal theory, path-goal leadership styles, thriving at work,

procedur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