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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직구조의 수평화 경향으로 기업들이 팀제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팀에서의 상

호작용 측면에서 볼 때 구성원들의 팀장에 대한 감성경험은 중요하며 부하의 태

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신뢰형성에 합리적인 측면이 미치는 영

향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된 반면, 감성적 관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팀장의 감성지능이 부하의 정서적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프로세스에서 상사신뢰를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팀장의 감성지능은 부하의 정서적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팀장의

감성지능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인지기반신뢰와 정서기반신뢰 모두 완전매개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팀장의 감성지능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인지

기반신뢰와 정서기반신뢰는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조직에 대한 부하의 심리적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리더에 대한 신뢰가 반드

시 필요한 반면, 부하의 조직시민행동은 신뢰라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유발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팀장에 대한 정서적 신뢰 뿐 아니라 인지적

신뢰에 리더의 감성관리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선행연구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신뢰형성의 감성

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팀장 감성지능과 부하의 정서적 몰입 및 조직시민

행동간의 관계에서 신뢰(인지기반신뢰, 정서기반신뢰)의 메커니즘 검증에 의의가

있다. 둘째, 방법론적인 의의로 팀장자신의 감성지능을 직접 측정한 점과 부하의

조직시민행동을 팀장이 평가하는 설문응답방식을 시도하여 동일응답자 편의의 문

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구노력을 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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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기업조직은 수평적이고 유연한 팀이나 집단으로 변화되

고 있어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신뢰는 대리이론이나 거

래비용 경제학에서 문제가 되는 기회주의에 대항하는 기제로서 경영철학과 리

더십의 핵심적 요인으로 정확한 정보 교환, 조직몰입을 증대시키는 조직 자본으

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뢰가 형성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뢰는 신뢰하는 자와 신뢰 받는 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 감정과 기대

가 조성될 때 형성되는데, 신뢰대상에 대한 감정적 유대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등의 감성을 갖도록 하는 느낌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이 신뢰형

성에 있어서 감정적이고 동기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합리적 의사결정의 산물로서 간주하는 연구경향으로 인해 감정적 요인

이 신뢰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피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

다(류승민, 2008).

한편, 기업경영에 있어서 감성경영 마인드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특히 감성지

능이 점차 경영 현장에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조직에서 인간관계가 이성적 요인보다는 감성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자들 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최근들어 리더의 감성지능과 조직성과 관련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Zhou & George, 2003; Wolff, Pescosolido, & Druskat,

2002; Wong & Law, 2002; George, 2000; Sosik & Megerian, 1999; Goleman,

1998; 이화용, 장철용, 2004; 함규정, 윤위석, 2008). 리더는 구성원들과 직접 상

호 작용하고 구성원들의 참여, 협력,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리더십은 집단구성원의 정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효과적인 리더십을 결정짓는 몇몇 특질은 정서와 관련이 있는데, 중요한

정서적 특질은 정서적 균형과 통제, 정서지능 등이다(최대정, 최가영, 박동건,

2005). 경영 환경의 급속한 변화속도만큼이나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빠르고 다양

하게 변화하고 있어 리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감성을 제대로 이해하

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풍부한 감성지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조직 차원에서 보면 리더는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부하와 감성적 유대감을 통해 일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

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감성이란 대인관계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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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정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조성하는데

공통적인 요인으로 배려 및 존중 등에 대해 믿음을 가지려는 성향이 있어 팀을

이끄는 팀장의 감성지능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팀장과 부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감성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하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팀리더인 팀장의 감성지능이 부하의 정

서적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상사신뢰의 메커니즘 역할을 밝히

는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첫째, 팀리더인 팀장의 감성지능이 부하의 정서

적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둘째, 팀장 감성지능과 부

하의 정서적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리더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밝힌다.

Ⅱ. 이론적 배경 

1.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1.1 개념적 정의 및 구성차원

감성지능은 1920년 Thorndlike가 최초로 주장한 사회적 지능의 개념에 근원

을 두고 있다(Wong & Law, 2002). 감성지능이란 용어는 심리학과 교수인

Salovey와 Mayer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감성지능을 연구한 학자들은

Goleman(1998), Cooper & Sawaf(1997), Mayer, Salovey, & Caruso(2000),

Jordan, Ashkanasy, & Hartel(2002) 등이다.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을 표현하고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삶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감정을 활

용할 수 있는 능력(Salovey & Mayer, 1990)을 의미한다. 또한 감성지능은 감정

을 생성하고 접근하는 능력, 감성과 감성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감성과 지적 성

장을 촉진하기 위해 감성을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상호 연관된 기술이며(Wong

& Law, 2002; Mayer & Salovey, 1997) 일반지능(general intelligence), 인성

(personality traits) 등과 차이가 있다(Mayer, Caruso, & Salovey, 2000). 감성

지능 하위차원에 관련된 연구로 Salovey & Mayer(1990)는 감성지능을 표현, 평

가, 조절, 활용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Mayer & Salovey(1997)는

Salovey & Mayer(1990)가 주장한 내용을 수정하여 감성을 인지하고,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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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능력, 감성과 감성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사고 촉진시키는 감성을 유

발하는 능력, 감성조절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Dulewicz & Higgs(1998)는 감성

지능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 타인에게 반응하고 영향을

주며 자신의 동기부여를 평가하고 직관과 양심 및 윤리적인 행동을 주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 연구자들을(Salovey & Mayer,

1990; Mayer & Salovey, 1997; Wong & Law, 2002) 통해 발전된 감성지능의 4

가지 구성차원(자신의 감성에 대한 평가와 표현(self emotional appraisal: SEA),

타인의 감성에 대한 평가와 인식(others' emotional appraisal: OEA), 자신의 감

성조절(regulation of emotion in the self: ROE), 성과 촉진을 위한 감성활용

(use of emotion to facilitate performance: UOE))으로 구분하였다.

1.2 감성지능의 결과변수

최근 감성지능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

는데, 주로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성향, 창의성, 직무 스트레

스, 사회적 적응, 업무성과, 혁신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Zhou

& George, 2003; Wong & Law, 2002; Nikolaou & Tsaousis, 2002; Druskat &

Wolff, 2001; Sosik & Megerian, 1999; Abraham, 1999; 함규정, 윤위석, 2008;

정현우, 김창호, 2007; 이화용, 장철용, 2004). Wolff et al.(2002)에 의하면 공감

(empathy)이 높은 리더일수록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Sosik

& Megerian(1999)은 리더의 감성지능과 변혁적 리더십, 자기확신과 자기효능감

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Nikolaou & Tsaousis(2002)는 감성지능이 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조직몰입을 높인다고 하였고 Wong & Law(2002)는 리

더의 감성지능은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도움을 주는 정서적 지원으로 부하의 직무만족과 역할외 수행에 영향

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Schutte, Malouff, Hall, Haggerty, Cooper, Golden, &

Domheim(1988)의 연구에 의하면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변수와 관계가

높으며 인지능력과는 관계가 없이 자신의 기분에 대한 명확성, 낙관주의 및 일

시적 감정억제 등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raham(1999)에 의하

면 감성지능은 응집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업무성과에 영향을 주어 조직성

과를 높이고 감정부조화, 윤리적 역할 갈등, 직무 불안정을 방지한다. Zhou &

George(2003)의 연구에 의하면 리더의 감성지능은 부하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

며 감정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George(2000)는 감성지수가 높은



상사신뢰의 매개효과에 따른 팀장의 감성지능이 부하의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203

리더는 부하들이 느끼는 감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비전을 공유하며 추구하는

목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리더십과 리더신뢰의 관계를 논의해 볼

때 리더신뢰의 개념을 변혁적 리더십의 여러하위 구성개념 범주의 하나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Conger & Kanungo(1998)의 변혁적 리더십 및 카리스마 리더십

연구에서는 신뢰를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보지 않고 암묵적으로 리더십에 포

함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에서

도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 속에 상하급자간 신뢰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내포되

어 있다(권석균, 이춘우, 2004). 또한, 리더신뢰를 리더십과 리더십 효과간의 매

개변수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이는 부하가 리더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리더가

주도하는 변화를 의심하게 되고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이 힘을 불어넣는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권석균, 이춘우, 2004). 이재연(2009)의 연

구에 의하면 서번트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와 마찬가지로 공유된 비전을 만들

고, 비전이 달성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먼저 행동하는 리더십을 의미하는데,

실증분석결과 상사신뢰와 정의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번트 리더십

은 결과변수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상사신뢰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정현우, 김창호(2007)는 감성지능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함규정, 윤위석(2008)에 의하면 팀장의 감성지능

이 정서적 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하의 집단에

남아있고자 하는 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정, 최가영, 박동건

(2005)에 의하면 리더의 정서표현이 팀구성원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력이 정

서규범 및 정체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팀 구성원의 긍정정서와 부

정정서 경험에 있어서 리더의 정서표현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

기(2011)의 연구에 의하면 콜센터 팀장의 리더십(비전제시, 모범보임, 기대감 표

명, 후원, 지식과 창조성 중시, 감정 존중, 관심 및 지도)은 콜센터 직원의 직무

만족과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은 직무만

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십과 직무만족

사이를 서비스 품질이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리더십을 측

정하는 변수들은 비전제시, 모범보임, 기대감 표명, 후원, 지식과 창조성 중시,

감성존중, 관심 및 지도 등으로 주로 감성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4 경영과 정보연구 제31권 제2호

2. 신뢰

2.1 신뢰의 학문적 접근 및 정의

그동안 신뢰에 대해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윤리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다양

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개념정의에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신뢰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믿음으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로

서 사회 심리적 상태로 이해된다(Rousseau, Sitkin, Burt, & Camerer, 1998).

Doney, Cannon, & Mullen(1998)은 신뢰를 교환관계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

하는 일련의 기대로 정의하였으며, Whitener, Brodt, Korsgaard, &

Werneret(1998)은 신뢰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보았고, Jones &

George (1998)는 신뢰란 타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확신, 서로의 호의적

인 태도, 상호관계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상태라고 하였다. Mayer, Davis,

& Schooman(1995)은 상대방이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취약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Bhattacharya, Devinney, & Pilutla(1998)에 의하면 신뢰란 불확실성과

위험한 환경에서 존재하며 예측 가능한 형태를 반영하는 상호관계(mutuality)의

환경에서 존재하는 상황과 사람의 특수성을 지닌다고 하였고, Cook & Wall

(1980)은 신뢰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의도가 선함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2 신뢰의 개념적 차원

최근 신뢰는 일차원적인 개념에서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논의로

발전되고 있다. 신뢰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대인간 신뢰(interpersonal

trust), 조직간 신뢰(interorganizational trust), 조직신뢰(organizational trust) 및

제도에 대한 신뢰(institutional trust)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대인간

신뢰란 상사와 부하간의 수직적 신뢰와 동료 상호간의 수평적 신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직간 신뢰는 기업과 기업간 형성되는 신뢰를 의미하며 조직신뢰란

조직과 개인간에 형성되는 신뢰를 의미한다. Rousseau et al.(1998)은 신뢰의 가

변성을 주장하면서 계산적 신뢰, 관계적 신뢰, 규제적 신뢰로 범주화하였다.

Cook & Wall(1980)은 대상에 따라 상사의 부하에 대한 신뢰와 부하의 상사에

대한 신뢰와 같은 상하관계에서 형성되는 수직적 신뢰(vertical trust), 동료들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수평적 신뢰(lateral trust), 조직과 조직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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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에서 형성되는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신

뢰 유형 중에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조직이나 상사에 대한 수

직적 신뢰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신뢰의 무게가 수평적 인간관계보다는 수직적

인간관계에 놓여있는 것과 관련된다. 더욱이 상급자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

되는 한국사회의 위계화된 집단문화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영석, 오동근, 서용원, 2004).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 상사인데, 상사에 대한 부하의 신뢰는 업무수행 뿐 아니라 직장생활 적응에

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신뢰 개념은 다차원적인 속성인 인지적 차

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구분되는데(Lewis & Weigert, 1985; McAllister, 1995)

이는 신뢰자가 신뢰대상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Lewis

& Weigert(1985)는 정서적 신뢰는 상호관계에서의 감성적 유대에 근거 서로의

정서적 관계에 내재적 가치를 믿는 것이며 인지적 신뢰는 신뢰대상에 대한 믿

을만한 객관적, 합리적인 이유에 기반 한다고 주장하였다.

2.2.1 인지기반 신뢰

인지기반 신뢰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 신뢰객체에 대한 합리적

지식과 이유를 토대로 능력, 공정성, 신뢰성 면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해서 상대방에 의지하는 것이다. Lewis & Weigert(1985)

는 인지적 신뢰를 어떤 합리적 이유에서 상대방을 신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지기반 신뢰는 능력, 일관성, 개방성에 기반을 두고 상

대방의 행동을 알고 이해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기

초하여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며, 상대방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이

모아졌을 때 형성된다(Schoorman, Mayer, & Davis, 2007).

2.2.2  정서기반 신뢰

정서기반 신뢰는 신뢰를 심리학적 감정적 과정의 산물로 보는 관점으로

(McAllister, 1995; Bigley & Pearce, 1998) 배려, 유사성, 감정적 유대와 상호이

해를 기반으로 신뢰자와 피신뢰자 사이의 신뢰를 의미한다. Lewis &

Weigert(1985)는 감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대

방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

을 때에 신뢰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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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적 몰입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

또는 태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태도변수이다. Allen &

Meyer (1990), Meyer & Allen (1991)에 의하면 조직몰입은 정서적(affective),

지속적(continuance), 규범적(normative) 몰입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분되고 이

중 정서적 몰입은 조직과의 심리적 애착, 조직목표에의 동일시에서 비롯된다.

Meyer, Stanley, Jerscovitch, & Topolnytsky(2002)의 메타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몰입은 조직관련 변수(성과, 조직시민행동)와 스트레스 등과 강한 관계

를 가진 반면, 규범적 몰입은 강하지 않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지속적 몰입은 결

과변수와 관련이 없거나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4.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된 역할은 아니지만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기 위해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기능적인 행동으

로 조직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연구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문형구, 김경석, 2006). 조직시민행동은 통제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경

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더 투자할 수 있어 효과적인 경영을 창출한다

(Podsakoff, Mackenzie, & Boomer, 1996).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는 여러 학

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Smith, Organ, & Near(1983)은 이타적 행동(altruism :

조직내의 업무문제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과 일반화된 순응

(generalized compliance : 조직전반에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Williams & Anderson (1991)은 조직시민행동의 두가지 하위차원을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OCBI)과 조직지향 시민행동(OCBO)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지향 조

직시민행동(OCBI)은 특정타인에 대해 이익되는 행위로 간접적으로 조직의 혜택

으로 귀속되는 행동유형이며,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OCBO)은 조직전반에 혜

택이 귀속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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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팀리더인 팀장의 감성지능이 상사신뢰의 매개변수를 거쳐 부하의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인

‘팀장의 감성지능이 부하의 정서적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팀장의 감성지능과 정서적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상사신뢰(인지기반

신뢰, 정서기반신뢰)가 매개하여 부하의 정서적 몰입 및 행동을 증대시킬 수 있

는가? ' 에 대해 제 2장에서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였다.

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적 요인인 리더

의 감성지능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프로세스에서 구성원의 심리적 반응의 메

카니즘을 실증 연구하고자 신뢰차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독립변수인 감성지능은 Salovey & Mayer(1990), Mayer & Salovey

(1997), Wong & Law(2002)가 제시한 개념을 사용하였고, 매개변수로 리더에

대한 인지기반신뢰와 감성기반신뢰를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부하의 정서적

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을 선정하였다.

정서적 몰입인지기반 신뢰

상사신뢰

팀장의 감성지능
조직시민행동

정서기반 신뢰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가설

2.1 팀장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정서적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

조직의 감성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리더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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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2000) 리더의 감성능력을 통해 부하의 태도나 행동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감성지능이 높으면 효과적이고 상대방의 감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의시

소통하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Abraham, 1999) 정서적으

로 유능한 감성리더는 부하들에게 높은 공감력(empathy)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정서적 대인관계를 이끌어 우호적인 심리적 소속감을 높일 것이다(Sosik &

Megerian, 1999; Wolff et al., 2002). Druskat & Wolff(2001)는 감성지능의 공

감, 지원, 코디네이션 능력은 그 자체가 존중, 소속감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상대방의 업무성과, 몰입, 참여 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감성을 강조한 리

더십으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조직원과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고 지속적 대화를 통해 부하직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조직몰

입,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 등의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Bass, 1985; Conger & Kanungo, 1998). Bycio, Hackett, & Allen(1995)에 의하

면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지적자극은 정서적 몰입과 유의한 정의관계를 보였

으나, 지속적 몰입과는 부의 관계를 보였고, 규범적 몰입과는 약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Wong & Law(2002)에 의하면 리더의 감성지능이 부하의 조직시민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이 계산적인 이득을 고려하지 않는 자발적인 헌

신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감성지능 수준이 높은 리더는 공감을 통하여

부하들의 문제나 감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고충들을 해결하여 긍정적인 변화나

이타적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Koh, Steers, & Terborg(1995)에 의하

면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이 높은 리더는 부하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여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Mackenzie, Podsakoff & Fetter(1991)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

민행동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각 행동요소들이 조직시민행동의 요소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즉 리더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부하는 조

직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역할외 행동, 조직시민행동을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예

측된다. 이와 같이 감성지능은 리더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변수로 리더의

감성적 성숙도는 조직유효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감성지능이 높은 리더는 긍

정적인 사고를 유발하고 갈등을 잘 관리하며 부하의 개인적인 감정과 욕구에

관심을 보이는 행동으로 구성원을 움직이고 영향력 발휘를 통하여 긍정적인 조

직감성을 조성함으로써 성과를 높이고자 할 것이다 (Ashforth & Humphrey,

1995).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팀장의 감성지능이 부하의 자발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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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 팀장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부하의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 팀장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부하의 조직시민행동 수준이 높을 것이다.

2.2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리더십 연구에서도 리더의 효과성을 매개하는 변수로서 신뢰 개념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는데,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석(2002)은 신뢰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사기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했는지를 밝혔는데, 리더의 행동 중 카

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와 신뢰는 정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uga(1994)에 의하면 상사에 대한 신뢰가 부하

의 조직시민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조직시민행동은 상호교환관계를 통한

리더 신뢰를 통하여 발생한다. 정현우(2011) 연구에 의하면 조직구성원들의 감

성지능과 논리지능이 조직구성원에 유의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감성지능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 (1990)은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

계는 리더신뢰에 의해 매개된다고 주장하였다. 부하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합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리더가 부하의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일체감을 형

성해야 하므로 리더의 감성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부하가 리더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리더가 주도하는 변화를 의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구성원에게 조직

에 대한 애착이나 자발적인 행동을 동기부여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뢰 개념이 다차원적인 속성인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구

분된다는 Lewis & Weigert(1985)의 주장을 근거로 리더에 대한 신뢰를 부하가

상사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평가로 보고, 인지기반신뢰 및 정서기반신뢰의 매개

효과에 따라 팀장의 감성지능이 부하의 정서적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음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 3 : 부하의 상사신뢰(인지기반신뢰, 정서기반신뢰)는 팀장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정서적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1 : 인지기반신뢰는 팀장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정서적 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 정서기반신뢰는 팀장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정서적 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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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3 : 인지기반신뢰는 팀장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4 : 정서기반신뢰는 팀장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Ⅳ. 실증연구의 설계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팀장 범위는 실제 팀을 이끌어가는 팀리더로 정의하고 부하는

팀구성원을 의미한다. 이에 팀장과 팀구성원을 매칭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2.1 독립변수(감성지능)

감성지능은 감성 생성 및 접근 능력, 감성이해 능력, 감성조절 능력, 감성활용

능력 등에 대한 상호연관된 기술(Salovey & Mayer, 1990; Wong & Law,

2002)로 조작적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Wong & Law(2002)가 개발한 측정

도구 16 항목을 사용하고 4가지 구성차원 평균값으로 감성지능을 측정한다.

2.2 종속변수

2.2.1 정서적 몰입 

Allen & Meyer(1990)가 주장한 조직몰입은 서로 독립적인 정서적 몰입, 계산

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몰입

을 종속변수로 선정한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해 갖는 긍정적 느낌인 애착

심, 소속감의 정도(Allen & Meyer, 1990)로 정의하고 Allen & Meyer(1990)가

개발한 6문항을 사용한다.

2.2.2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 측정도구는 Williams & Anderson(1991)이 제시한 개인지향 조

직시민행동(OCBI)과 조직지향 시민행동(OCBO)으로 구성된 14문항으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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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평균값으로 조직시민행동 변수를 측정한다.

2.2.3 매개변수

신뢰의 감성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논의(McAllister, 1995)를 근

거로 본 연구에서는 McAllister(1995)가 개발한 인지기반신뢰(6문항)와 정서기반

신뢰(5문항)의 11항목을 사용한다.

2.2.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서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직종, 직급, 고용형태(정규직, 비정

규직), 산업분야를 회귀모형에 포함시킨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설문문항 구성

변수명 하위변수명 항목수 출처

독립

변수

팀장의

감성지능

자기감성이해 4

Wong & Law(2002)
타인감성이해 4

감성의 조절 4

감성의 활용 4

매개

변수
상사신뢰

인지기반신뢰 6
McAllister(1995)

정서기반신뢰 5

종속

변수

정서적

몰입
정서적 몰입 6

Allen & Meyer

(1990)

조직시민

행동

개인지향 시민행동(OCBI) 7 Williams & Anderson

(1991)조직지향 시민행동(OCBO) 7

통제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직

종, 직급, 고용형태, 산업분야
8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자 작성

3. 설문의 구성 및 설문수집방법

3.1 설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인 감성지능, 신뢰, 정서적 몰입, 조직시민행동 등은

영문저널에 실린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 구성은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측정방법과 응답원을 달

리하여 설문지를 팀리더인 팀장용과 부하인 팀원용으로 구분하였다. 팀장용 설

문지는 팀장 자신이 감성지능을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부하의 조직시민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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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부하인 팀원용 설문지는 팀장에 대한 신뢰, 부하

자신의 정서적 몰입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팀장이 부하 A, B. C

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을 평가하는 등의 미묘한 사안에 응답했기 때문에 표기한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처리할 뿐 아니라 설문지 한부당 각각 밀봉된 봉투에 전

해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는 방법이나 지정된 택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3.2 설문수집방법

서울시에 위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이상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총 25개 기

업, 약 110팀에 480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10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서는 총 98팀, 팀장 98부, 팀원 243부, 전체 341명의 설문

이 이용되었다(71%). 설문은 2009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이루어졌으며 개별 방문하여 팀장에게 연구목적, 설문문항기입 및 수집방법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협조를 얻었다. 또한 한팀에 팀장 한명과 팀원 수

를 2명내지 3명 이하가 되도록 통제하였다. 팀장에게 2명-3명 정도의 팀원인 부

하 A, B, C를 무작위로 선택하게 하고, 기억하기 위해 A, B, C와 상응하는 표

시를 메모로 적어놓은 후(익명성 유지를 위해 이름 제외), 부하 A, B, C의 표시

가 되어 있는 설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팀장 자신의 감성지능을

측정하고 부하 A, B, C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은

설문지를 개별 동봉한 봉투에 밀봉하여 연구자 또는 지정된 택배로 전달하였다.

Ⅴ. 분석 및 결과

1. 표본의 구성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총 341명으로 팀장 1인당 팀원 수는 대부분 2명이며

많은 경우 3명으로 제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 및 금융

업, 공기업 등으로 최소한 종업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

시하였는데, 아래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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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명) 백분율(%)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여

137

106

43.6

56.4
직종

관리/사무직

생산/기술직

판매/영업직

연구/개발직

기타

137

2

82

2

21

56.4

.8

33.7

.78

.87

연

령

20∼25세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26

89

72

50

10.7

36.6

29.6

20.6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25

45

150

17

10.3

18.5

61.7

7.0

근

속

년

수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7

93

43

72

43

2.6

34.8

16.1

27

16.4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218

25

89.7

10.3

직

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급이상

121

49

51

12

6

49.8

20.5

21.3

5.0

2.5

산업

분야

제조업

금융업

IT

서비스업

기타

24

49

42

105

23

9.9

20.2

17.3

43.2

5.3

<표 2> 표본자료의 특성

2.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2.1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는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매

개변수, 종속변수와 관련되는 설문측정 값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감성지능 하위 4개 요인, 인지기반신뢰 1개 요인, 정서기반신뢰 1개

요인, 조직시민행동 하위 2개 요인(OCBI, OCBO), 정서적 몰입 1개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9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정보량은 전체의 약 74.84%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4개차원)의 경우 총 16개 문항 값을 평균하여 감

성지능으로 변수화 하였고, 조직시민행동(2개차원)의 경우 총 14개 문항 값을

평균하여 조직시민행동으로 변수화하였다.

2.2 신뢰성 분석

신뢰성은 개인수준에서 얻은 자료로 Cronbach-alpha 계수가 0.9 이상이므로

본 연구 가설검증에 필요한 설문항목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고 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리더 감성지능의 신뢰도는 0.907, 인지기반신뢰의 신뢰도는 0.956,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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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반신뢰의 신뢰도는 0.919, 정서적 몰입의 신뢰도는 0.925, 조직시민행동의

신뢰도는 0.933으로 나타났다.

3.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는데, <표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표준
편차

성별 연령 근무년수 직급 학력 고용
형태

팀장
감성지능

조직시민
행동

인지기반
신뢰

정서기반
신뢰

정서적
몰입

성별 0.56 .497 1

연령 31.4 5.3 .347(**) 1

근무
년수 5.21 4.71 .169(**) .783(**) 1

직급 1.88 1.07 .301(**) .770(**) .712(**) 1

학력 2.68 .773 .177(**) .390(**) .250(**) .360(**) 1

고용 0.9 .304 .112 .217(**) .231(**) .202(**) .006 1

감성
지능 5.41 .610 .112 -.072 -.135(*) -.037 -.167(*

*) .055 1

조직
시민
행동

5.37 .805 .085 -.039 -.038 -.064 -.138(*) .094 .364(**) 1

인지
기반
신뢰

5.08 1.01 .107 -.058 -.028 .003 -.158(*) .062 .333(**) .354(**) 1

정서
기반
신뢰

4.96 1.06 .000 -.145(*) -.047 -.053 -.110 .063 .290(**) .349(**) .647(**) 1

정서적
몰입 4.82 1.04 .132(*) .106 .166(*) .168(**) -.050 .042 .174(**) .289(**) .427(**) .529(**) 1

<표 3> 기술적 통계값과 변수간 상관계수

4. 가설의 검증

앞에서 실시한 상관관계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성별, 연령, 근무년수, 직종, 직급, 고용형태, 산업분야 등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변수투입방식은 위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분

석을 위해 매개회귀방식(mediate regression)을 사용하는 Baron & Kenny

(1986) 방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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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팀장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정서적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 관계검증

1) 가설 1 검증 : 팀장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 검증

팀장의 감성지능이 부하의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계적 회귀분석

을 통해 알아보았다. 네가지 감성지능 하위차원을 평균하여 하나의 변수로 변수

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적 몰입에 대하여

감성지능의 경우, 인구통계적 변수를 통제하고 감성지능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전

체모형의 R2 값이 0.109로 이 회귀식이 전체변동의 11%를 설명하고 있고, F값

이 1.761(p<0.05)이므로 회귀식이 의미가 있으며, R2의 증가분이 2.7%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팀장 감성지능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Ɓ= .317,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리더의 감성지능이 부하의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에 영향을 미치게 됨이 검증되어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4> 부하의 정서적 몰입에 대한 팀장의 감성지능의 영향력 분석결과

종속변수 : 정서적 몰입

변 수
모델 1 모델 2

Ɓ 계수 p-value Ɓ 계수 p-value VIF

통제변수

상수 4.819 .000 3.204 .001

성별 .195 .222 .130 .414 1.381

연령 -.018 .477 -.021 .419 3.997

근무년수 .021 .417 .031 .241 3.425

직급 .144 .179 .135 .202 2.867

직종

관리/사무직 .343 .260 .416 .169 4.929

생산/기술직 -.297 .711 -.359 .649 1.203

판매/영업직 .113 .713 .177 .562 4.567

연구/개발직 .327 .693 .386 .636 1.284

학력 -.153 .196 -.106 .368 1.816

고용형태 .141 .595 .080 .761 2.270

산업

분야

제조업 .277 .390 .037 .910 3.165

금융업 .016 .956 -.161 .581 2.996

IT .070 .815 -.112 .710 4.399

서비스업 .139 .621 .008 .977 1.189

독립변수 팀장의 감성지능 .317 .008 1.189

R2 .080 .109

F 1.334 1.761**

⊿R2 .027**

주) 직종의 준거그룹은 기타이며, 산업분야의 준거그룹은 기타임.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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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 검증 : 팀장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검증

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 리더의 감성지능의 경우, 인구통계적 변수를 통제하고

감성지능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전체모형의 R2 값이 .187로 이 회귀식이 전체변동

의 약 19%를 설명하고 있고 F값이 3.306(p<.01)으로 회귀식이 의미가 있으며 R2

의 증가분이 1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팀장 감성지능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Ɓ= .487,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5> 부하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팀장의 감성지능의 영향력 분석결과

종속변수 : 조직시민행동

변 수
모델 1 모델 2

Ɓ 계수 p-value Ɓ 계수 p-value VIF

통제

변수

상수 4.636 .000 2.155 .003 1.387

성별 .223 .073 .124 .293 3.998

연령 .013 .535 .009 .630 3.422

근무년수 -.011 .576 .003 .888 2.864

직급 -.061 .465 -.075 .339 4.950

직

종

관리/사무직 .297 .214 .410 .069 1.203

생산/기술직 .697 .266 .602 .306 4.599

판매/영업직 .387 .109 .484 .034 1.283

연구/개발직 .168 .795 .262 .666 1.805

학력 -.123 .183 -.052 .554 1.169

고용형태 .339 .103 .245 .211 2.271

산

업

분

야

제조업 .191 .448 -.178 .469 3.210

금융업 .124 .584 -.151 .486 2.999

IT .066 .779 -.214 .341 4.412

서비스업 .067 .763 -.135 .523 1.188

독립

변수
팀장 감성지능 .487 .000 1.188

R2 .071 .187

F 1.186 3.306***

⊿R2 .104***

주) 직종의 준거그룹은 기타이며, 산업분야의 준거그룹은 기타임.

     *P<0.1,    **P<0.05,   ***P<0.01 

4.2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신뢰차원(인지기반신뢰, 정서기반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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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Baron & Kenny (1986)의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하였

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매개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해야 하며, 독립변

수의 회귀계수가 매개변수를 통제할 때 유의성이 사라지면 완전매개효과가 있

으며 만약 독립변수의 유의성이 없어지지 않고 단지 강도만 낮아진다면 부분매

개라고 한다. 또한 정확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Sobel test

를 실시하였다.

1) 가설 3-1 : 팀장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정서적 몰입과의 관계에 인지기반신

뢰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인 팀장의 감성지능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기반신뢰가

매개하는 것을 <표 6>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조건에서 리더의 감성지능

이 매개변수인 인지기반신뢰에 유의한 영향력(Ɓ=.410, p<.001)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에 영향력(Ɓ=.317,

p<.01)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지기반신뢰는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력(Ɓ= .447, p<.001)을 미쳤으며 독립변수인 리더감성지능은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회귀계수 값이 감소되었다. 매개변수가 통제될 때 독립

변수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완벽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따라서 인지기반신뢰가 리더의 감성지능과 정서적 몰입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

자료는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된 회귀

계수와 그에 대한 표준오차값과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에 대한 비표준화된 회귀계수(a)와 그에 대한 표준오차값(Sb)을 사용한다. 간접

경로사이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활용하여 Sobel의 Z 값을 계산해

본 결과 신뢰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Z=3.31, p<.001) 매개작용

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Preacher & Hayes, 2004).



218 경영과 정보연구 제31권 제2호

step1 종속변수 : 인지기반 신뢰
step2 종속변수 :

정서적몰입

step3 종속변수 :

정서적 몰입

비표준화

계수
t-value Sig.

비표준

화계수
t-value Sig.

비표준화

계수
t-value Sig.

constant 2.949 3.754 .001 3.204 3.284 .001 1.899 2.085 .038

성별 .206 1.404 .162 .130 .818 .414 .041 .280 .780

연령 -.015 -.643 .521 -.021 -.810 .419 -.014 -.586 .558

근무년수 .007 .277 .782 .031 1.175 .241 .027 1.119 .264

직급 .063 .643 .521 .416 1.280 .202 .108 1.126 .261

직

종

관 리 /

사무직
-.109 -.309 .698 -.369 1.381 .169 .472 1.717 .087

생 산 /

기술직
-.123 -.168 .967 .177 -.455 .649 -.297 -.413 .680

판 매 /

영업직
-.048 -.169 .866 .386 .581 .562 .191 .689 .492

연 구 /

개발직
.224 .296 .767 -.106 .474 .636 .298 .401 .689

학력 -.121 -1.118 .265 .080 -.903 .368 -.057 -.530 .597

고용형태 .182 .748 .456 .037 .304 .761 -.003 -.014 .989

산

업

분

야

제조업 .754 .2467 .014 -.161 .113 .810 -.301 -.990 .323

금융업 .224 .827 .409 -.112 -.552 .581 -.269 -1.009 .314

IT .329 1.175 .241 .008 -.372 .710 -.258 -.935 .351

서비

스업
.371 1.414 .159 .317 .029 .977 -.155 -.598 .551

팀장감성

지능
.410 3.741 .000 .317 2.682 .008 .131 1.182 .239

인지기반

신뢰
.447 6.675 .000

R2 .162 .109 .263

F 2.788 *** 1.761 *** 4.770 ***

⊿R2 .154 ***

주) 직종의 준거그룹은 기타이며, 산업분야의 준거그룹은 기타임.
*P<0.1, **P<0.05, ***P<0.01

<표 6> 팀장의 감성지능 →인지기반신뢰 → 정서적 몰입

2) 가설 3-2 : 팀장의 감성지능과 정서적 몰입과의 관계에 정서기반신뢰의 매개

효과 검증

<표 7>과 같이 독립변수인 리더의 감성지능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기반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조건에서 리더의 감성지능이 매

개변수인 정서기반신뢰에 유의한 영향력(Ɓ=.455, p<.001)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에 영향력(Ɓ=.317, p<.01)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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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정서기반신뢰와 독립변수인 리더의 감성지

능을 회귀시킨 결과, 정서기반신뢰는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력

(Ɓ=.545, p<.001)을 미쳤으며 리더감성지능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정서기반신뢰가 완전매개효과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3-2가 채택되었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Sobel

Test 실시 결과 신뢰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Z=3.60, p<.01).

<표 7> 팀장의 감성지능 →정서기반신뢰 → 정서적 몰입

step1 종속변수: 정서기반신뢰 step2 종속변수 : 정서적몰입 step3 종속변수 : 정서적 몰입

비표준

화계수
t-value Sig.

비표준

화계수
t-value Sig.

비표준화

계수
t-value Sig.

constant 3.374 3.449 .001 3.20 3.284 .001 1.373 1.63 .104

성별 .063 .398 .691 .130 .818 .414 .097 .730 .466

연령 -.059 -2.32 .021 -.02 -.810 .419 .012 .565 .585

근무년수 .044 1.676 .095 .03 1.175 .241 .006 .286 .775

직급 .061 .580 .563 .13 1.280 .202 .102 .115 .249

직

종

관리/사무직 -.305 -1.012 .313 .416 1.381 .169 .586 2.314 .022

생산/기술직 .414 .524 .601 -.359 -.455 .649 -.581 -.878 .381

판매/영업직 -.187 -.615 .539 .177 .581 .562 .275 1.078 .282

연구/개발직 -1.128 -1.380 .169 .386 .474 .636 1.007 1.467 .144

학력 .106 .903 .367 -.106 -.903 .368 -.166 -1.67 .093

고용형태 .301 1.144 .254 .080 .304 .761 -.085 -.385 .701

산

업

분

야

제조업 .554 1.680 .094 .037 .113 .910 -.265 -.956 .340

금융업 .221 .755 .451 -.161 -.552 .581 -.286 -1.165 .245

IT .019 .062 .951 -.112 -.372 .710 -.122 -.481 .631

서비스업 .408 1.440 .151 .008 .029 .977 -.212 -.892 .343

팀장감성지능 .455 3.85 .000 .317 2,682 .008 .067 .659 .510

정서기반신뢰 .545 9.571 .000

R2 .149 .109 .376

F 2.520*** 1.761*** 8.071***

⊿R2 .065***

주) 직종의 준거그룹은 기타이며, 산업분야의 준거그룹은 기타임.
*P<0.1, **P<0.05, ***P<0.01

3) 가설 3-3 : 팀장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인지기반

신뢰의 매개효과 검증

<표 8>과 같이 첫 번째 조건에서 리더의 감성지능이 매개변수인 인지기반신

뢰에 유의한 영향력(Ɓ=.410, p<.001)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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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영향력(Ɓ=.487, p<.001)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인지기반신뢰와 독립변수인 리더의 감성지능을 회귀시

킨 결과, 인지기반신뢰는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력(Ɓ=.231,

p<.001)을 미쳤으며 독립변수인 리더감성지능도 인지기반신뢰에 회귀계수 크기

가 적어 졌으나(Ɓ=.392, p<.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

하므로 인지기반신뢰가 부분매개효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를 실시한 결과(Z=3.078, p<.001) 매개작용이 재확인되었다.

<표 8> 팀장의 감성지능 →인지기반신뢰 → 조직시민행동

step1 종속변수: 인지기반신뢰
step2 종속변수:
조직시민행동

step3 종속변수:
조직시민행동

비표준화
계수

t-value Sig. 비표준
화계수

t-value Sig. 비표준화
계수

t-value Sig.

constant 2.949 3.254 .001 2.155 2.968 .003 1.475 2.066 .040

성별 .206 1.404 .162 .124 1.065 .293 .077 .675 .500

연령 -.015 -.643 .521 .009 .482 .630 .013 .694 .488

근무년수 .007 .277 .782 .003 .141 .888 .001 .064 .949

직급 .063 .643 .521 -.075 -.958 .339 -.089 -1.189 .236

직
종

관리/사무직 -.109 -.389 .638 .410 1.830 .069 .435 2.022 .044

생산/기술직 -.123 -.168 .867 .602 1.026 .306 .631 1.119 .264

판매/영업직 -.048 -.169 .866 .484 2.139 .034 .495 2.279 .024

연구/개발직 .224 .296 .767 .262 .432 .666 .211 .362 .718

학력 -.121 -1.118 .265 -.052 -.593 .554 -.024 -.282 .779

고용형태 .182 .748 .456 .245 1.255 .211 .203 1.081 .281

산
업
분
야

제조업 .754 2.467 .014 -.178 -.726 .469 -.352 -1.475 .142

금융업 .224 .827 .409 -.151 -.695 .486 -.203 -.970 .333

IT .329 1.175 .241 -.214 -.955 .341 -.290 -1.342 .181

서비스업 .371 1.414 .159 -.135 -.640 .523 -.220 -1.086 .279

팀장감성지능 .410 3.741 .000 .487 5.543 .000 .392 4.509 .000

인지기반신뢰 .231 4.405 .000

R2 .162 .187 .254

F 2.788*** 3.306*** 4.576***

⊿R2 .025*** .067***

주) 직종의 준거그룹은 기타이며, 산업분야의 준거그룹은 기타임.
*P<0.1, **P<0.05, ***P<0.01

4) 가설 3-4 : 팀장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정서기반

신뢰의 매개효과 검증

<표 9>와 같이 첫 번째 조건에서 리더의 감성지능이 매개변수인 정서기반신

뢰에 유의한 영향력(Ɓ=.455, p<.001)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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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영향력(Ɓ=.487, p<.001)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정서기반신뢰와 독립변수인 리더의 감성지능을 회귀시

킨 결과, 정서기반신뢰는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력(Ɓ=.217,

p<.001)을 미쳤으며 독립변수인 리더감성지능도 회귀계수값이 감소되었지만 정

서기반신뢰에 유의한 영향(Ɓ=.388, p<.001)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정서

기반신뢰가 부분매개효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4가 채택되었다.

정확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는데 신뢰를 통한 간접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Z=3.06, p<.001) 매개작용을 재확인하였다.

<표 9> 팀장의 감성지능 →정서기반신뢰 → 조직시민행동

step1 종속변수: 정서기반신뢰 step2 종속변수: 조직시민행동 step3 종속변수: 조직시민행동

비표준

화계수
t-value Sig.

비표준

화계수
t-value Sig.

비표준

화계수
t-value Sig.

constant 3.37 3.449 .001 2.155 2.968 .003 1.424 1.992 1.992

성별 .063 .398 .69 .124 1.055 .293 .111 .979 .979

연령 -.059 -2.32 .021 .009 .482 .630 .022 1.195 1.195

근무년수 .044 1.676 .095 .003 .141 .888 -.007 -.361 -.361

직급 .061 .580 .563 -.075 -.958 .339 -.088 -1.175 -1.17

직

종

관리/사무직 -.305 -1.012 .313 .410 1.830 .069 .476 2.211 2.211

생산/기술직 .414 .524 .601 .602 1.026 .306 .513 .910 .910

판매/영업직 -.187 -.615 .539 .484 2.139 .034 .524 2.416 2.416

연구/개발직 -1.128 -1.380 .169 .262 .432 .666 .506 .867 .867

학력 .106 .903 .367 -.052 -.593 .554 -.075 -.892 -.892

고용형태 .301 1.144 .254 .245 1.255 .211 .180 .957 .957

산

업

분

야

제조업 .554 1.680 .094 -.178 -.726 .469 -.298 -1.261 -1.261

금융업 .221 .755 .451 -.151 -.695 .486 -.199 -.954 -.954

IT .019 .062 .951 -.214 -.955 .341 -.218 -1.015 -1.015

서비스업 .408 1.440 .151 -.135 -.640 .523 -.223 -1.101 -1.101

팀장감성지능 .455 3.850 .000 .487 5.543 .000 .388 4.459 .000

정서기반신뢰 .217 4.474 .000

R2 .149 .187 .256

F 2.520*** 3.306*** 4.624***

⊿R2 .038*** .069***

주) 직종의 준거그룹은 기타이며, 산업분야의 준거그룹은 기타임.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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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1. 분석결과 요약

본 논문에서는 팀장의 감성지능, 부하의 상사신뢰, 정서적 몰입 및 조직시민

행동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로 주요한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팀장의 감성지능은 부하의 정서적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팀장의 감성지능은 부하의 호감도를 높이

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하의 조직태도 및 행동측면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였다.

1.2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팀장의 감성지능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인지기반신뢰와 정

서기반신뢰 모두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반면, 팀장의 감성지능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미 있는 발견으로 조직

에 대한 심리적 몰입이나 애착이 부하의 내면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감

성지능이 반드시 신뢰라는 매개변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된다. 반면, 팀장의

감성지능과 조직시민행동간 관계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 분석결과는 신뢰라

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하의 정서적 몰입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반면, 조직시민행동은 상사신

뢰 없이도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부하의 상사신뢰(인지기반신

뢰, 정서기반신뢰)형성의 선행요인으로 팀장 감성지능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는

점은 팀장의 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객관적인 신뢰성에 대한 지각에 리더의 감

성관리능력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리더의 감성지능의 중요성에 의미를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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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2.1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

첫째, 본 연구분석을 통해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인 정서적 몰입에 대해서

는 상사신뢰가 완전 매개하였지만, 조직시민행동에 대해서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인 차별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미흡했던 감성지능과 신

뢰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합리적 변수와 신뢰와의 관

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감성과 신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신뢰에 대한 팀장의 리더 개인의 감성지능의 효과를 이

해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상사신뢰의 인지적, 정서적 접근을 하였는데, 팀장의 감성지능은 부하

의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일응답자편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측정방법에 있어서 상사인 팀장

이 자신의 감성지능을 측정하였다는 점과 팀장이 부하의 조직시민행동을 평가

하도록 한 설문지 응답방식은 방법론적으로 발전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첫째, 신뢰형성에 있어서 부하에 대한 배려, 존중, 일관성과 같은 상사의 감성

적·관계적 측면이 신뢰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팀장의 감성지능이 조직원의 태

도 및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기 때문에 감성이해, 조절, 활용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사고과시스템에 감성능력 지표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서 상사신뢰의 매개효과로 조직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이 긍정적으로 강화되므

로 팀장과 부하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인사고과제도, 직무교육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팀장

의 감성관리자 역할을 위한 감성지능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에서

종업원 선발시 객관적인 업무능력 능력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능력을 선발 기준

으로 삼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감성지능 검사 측정도구를 개발 및 활용하고 심

층감성면접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셋째, 감성지능은 타고난 성품에 의해 좌우

되는 것이 아니며 개발 가능한 역량이므로 부하와 상사 상호간에 긍정적으로

감성을 교류할 수 있는 멘토링, 커뮤니케이션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감성지능 제고 및 적용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는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가 어려운 IQ의 개발보다는 감성지능을 높여 구성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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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고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 연구(정현우, 2011)의 맥락과도 일맥

상통한다.

2.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첫째, 감성지능 측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자신의 감성 이해정도 등 능력

(ability)을 측정하는 것은 타인이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팀장 감성지

능을 본인이 직접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동일방법편의를 방지하기

위해 감성지능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방법론상의 의미가 있다. 반

면, 능력(ability)에 대한 자기보고(self-report)의 경우 자아강화 편향

(self-enhancement bias)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수집방법에서 개별동봉 봉투를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Mabe & West(1982)는 55개의 연구리뷰를 통해 능력에 대

한 자기평가(self-evaluation)는 측정환경을 잘 고려한다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팀장인 팀리더가 무작위로 부하 2-3명을 선정하여

조직시민행동을 평가하였는데, 리더에 의한 부하선택에 있어서 샘플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팀장이 모든 팀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평가하고

무작위로 2-3명을 분석하거나 사후분석을 통해 오류가 없음을 검증하는 분석방

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신뢰차원을 인지기반신뢰와 정서기반신뢰로 구분하여 좀더

세분화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팀장의 인지적인 능력이 통제되지 못한 연

구의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팀장의 감성지능이 부하의 팀장에

대한 정서기반신뢰 뿐 아니라 인지기반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둔 연

구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하여 상사의 객관적인 신뢰로움을

판단할 수 있는 변수가 검증된다면 상사의 인지기반신뢰에 대한 새로운 분석결

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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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m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ubordinate's Organizational Attitude,

Behavior Focused on Examining the Mediated Effect of Leader

Trust

Kim, Sung-Eun*
2)

This study introduced trust dimension as a mediating variable and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mpirical mechanism on the process of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which is a emotional factor to produ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of all, this

study found whether the team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gives an

influence on the subordinate's trust in leader. Secondly, this study examined

the multidimensionality of trust by selecting subordinate's cognition-based

trust and affect-based trust on the team leader as mediating variables

between team leader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ubordinate's affective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 foun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is study; first, from the

view on cognition-based and emotion-based trust, the integrated verification

of the process of the trust in leader as a mediating role, second,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rust in leader

which was not studied before, third, the methodological try to prevent from

the common method bias problem through the evaluation of a team leader

on a subordinat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s study also

suggested the ways to apply those theoretical implications to human

resource management.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trust in leader, trust, cognition-based

trust, affect-based trust, affective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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