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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와 리더십 유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또
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리더십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에 맞게 연구모형을 개발 하였
다. 글로벌 기업은 리더의 특성이나 상황도 매우 중요하지만, 조직구성원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리더
십은 재평가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조직구성원이 지각한 리더의 
유형과 경영성과간의 영향관계를 분석 검증 하였다. 연구 결과 글로벌 기업의 리더십 유형은 직무만족, 그리고 성과
변수인 매출액향상, 생산성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은 조직 특성상 전문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기업의 효율성과 성과는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기업의 조직적 성과관리에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제어 : 리더십유형, 경영성과, 직무만족, 매출액향상, 생산성향상

Abstract  This study was analyzed to relate between business performance and leadership types for global 
corporations practically. Also, in this study for research, Have developed a research model to analyze 
comprehensively using the business performance and leadership theory. One of the important things are leader's 
characteristics or contingency factors at global corporations, but  leadership is being re-evaluated through how it 
enable to perceive and to evaluate at the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had been analyzed to relationship 
with the type of global readers between the employee's percep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research model 
The research results had shown that job satisfaction, performance variables like sales amount, and productivity 
to be impact on the leadership type of global enterprises.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the Company may increase when assigned a leadership professional to be able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global enterpris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expected to be a useful guide for control of 
business performance at global corpor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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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시장의 로벌화라는 명제하에 기업은 더욱더 

변화와 경쟁이 심화된 세계에서 생존을 해 치열하게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 환경은 세계  

융 기,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서 기인된 경기불황, 실물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해 기업경제는 매우 험한 기

에 처해 있다. 이런 경제 기 속에서도 기업조직에서  

두되는 주제가 로벌 기업의 리더십이다. 로벌화 

된 경 환경은 일반 기업보다 더욱 민첩한 의사결정과 

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리더에게 보다 많은 요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오늘날 리더십은 최고

경 자 뿐만 아니라 조직  부분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변화와 신을 추구하는 많은 기업들이 리더십문제에 

착되어 있다. 따라서 의 기업경 은 과거의 경 방

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리더십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리더십

은 실제 리더십을 실행하는 리더가 아니라 리더십의 발

휘 상이 되는 조직 구성원에 의해 지각되고 평가된다. 

따라서 한 리더십의 수행은 경 성과를 높이고 생산

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즉 리더

의 특성, 상황도 요하지만 조직구성원이 어떻게 지각

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은 재평가되어 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리더십이론과 경 성과

와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벌 경 환경에서 더욱더 

리더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에 기인하여 로벌 기

업의 조직구성원이 지각한 리더의 유형과 경 성과간의 

향 계를 살펴 으로써 향후 로벌기업의 성과 창출

에 기 가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글로벌기업 리더십의 개념과 구성

2.1.1 글로벌화의 개념

로벌화란 시간과 공간이 축소되어 지역  국가간

의 상호연 계가 증가하며, 국경이 낮아지고 거래  

왕래의 빈도수가 증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

크가 구축되어 경제사회 구조  국제질서가 크게 변화

되어 인간 계가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1]. 로벌화는 국제화와도 비교가 되는데, 종 의 국

제화가 국가단 로 시장이 구성되었던 상황에서 한 국가

의 기업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로벌화는 국경이 낮아짐으로서 국경에 따른 시장구분의 

의미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로벌화한 환경에

서는 인 자원과 자본의 흐름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제품, 기술, 서비스 역시 각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2].

2.1.2 리더십의 개념

리더십(leadership)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

여 조직을 결합하거나 구성원을 동기유발하게 하는 것으

로 조직이론에서는 핵심 인 요소이다.   리더는 구성원

에게 비 을 제시하고 이 비 을 달성하기 하여 그들

을 결집하며 이를 통하여 성과를 창출한다.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변화에 하게 

된다. 이러한 많은 내, 외부  환경변화를 겪을 때, 모든 

구성원들이 한 시 에 효과 인 계획, 효과 인 의

사결정, 완벽한 커뮤니 이션을 추구하기를 원한다.  

Stogdill(1974)은 ‘리더십이란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  

특정목표를 지향하게 하고 그 목표달성을 해 실제행동

을 하도록 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Arieu(2008)는 리더십이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실

제 인 사람과 잠재 인 사람의 두 개 역으로 분류하

다. 자는 학생들의 리더인 선생님 같이 실제 인 지

도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다. 후자는 효과 인 리더십

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

서 리더십은 정형  형태( 를 들어, 기업의 조직이나 정

치조직)와 비정형  형태( 를 들어, 우정)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 다[4]. 한 리딩(leading,  행  )보다

는 리더십(leadership, 용어  )이라고 부르는 것이 

리더십 기술이나 조직 유효성이라는 에서 보다 

하다고 하 다. 아울러 Arieu(2008)는 리더란 ‘다른 사람

에게 희망과 련한 무엇인가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라고 정의하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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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리더십의 구성

최근 효과 인 리더십을 주장하기 시작한 연구자의 

한 사람인 Quinn은 이와 같은 이분법  리더십 연구의 

모순성을 지 하고 균형을 맞춘 통합된 연구를 주장하

다[12]. 리더십에 한 Quinn의 모형은 조직분석에 한 

경쟁가치구조(competing values framework : 이하 CVF)

에 기 하고 있다. CVF는 처음에 효과 인 조직의 주요 

측정지표로 연구되었다. 효과성 측정지표의 범 한 지

표들에 한 통계  분석에 기 하여, Quinn and 

Rohrbaugh(1983)는 효과성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두 

개의 요한 차원을 발견하 다. 이들이 발견한 차원은 

첫째, 조직과 련한 것으로 인 개발과 가치에 한 조

직 내부지향 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조직 자체의 개

발과 가치에 을 맞춘 외부지향 인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조직 선호도의 차이이며, 이것은 안정성과 통제, 

유연성과 변화 간의 응으로 기술할 수 있다[5].

이러한 차원을 정리하면 리더십의 유형은 아래의 4가

지로 정리되어진다. 

① 인간 계형(human relation model, 동기부여형 리

더십) : 인간 계형은 유연성과 조직내부에 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효과성에 한 측정지표로 단

결, 도덕, 그리고 인 자원개발에 을 둔다.  

② 개방체계형(open system model, 비 제시형 리더

십) : 개방체계형은 유연성과 외부에 을 두고 

있다. 그리고 외부의 지원과 자원획득, 성장  

비성을 강조한다. 

③ 합리목 형(rational goal model, 목표달성형 리더

십) : 합리목 형은 통제와 외부에 을 두고 있

다. 그리고 유효성에 한 측정지표로 계획, 목표

달성, 생산성, 효율성을 강조한다. 

④ 내부과정형(internal process model, 분석형 리더

십) : 내부과정형은 통제와 내부에 을 두고 있

다. 그리고 정보 리의 역할, 커뮤니 이션, 안정

성과 통제를 강조한다. 한 환경의 변화에 극

으로 처하기 보다는 조직내부의 통합과 안정을 

하여 조직의 상유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다.  본 연구에서는 이 4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근

거로 하여 경 성과간의 향 계를 살펴볼 것 이다. 

2.2 글로벌 기업의 경영성과의 개념과 구성

2.2.1 경영성과의 개념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조직이 달성해야 할 다양한 목

표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는 성과로서 

표 될 수 있다. 경 성과에 한 연구에서 경 성과는 

조직의 목표달성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득을 

한 환경의 개척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한 응  생존

능력, 인 자원개발과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조직능력, 기업의 생산성 는 수익성 등으로 다양하

게 정의하고 있다[6],[7],[8].

2.2.2 경영성과의 구성 

가. 재무  성과

재무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기업은 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들이 기업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가의 여부

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측정지표로는 투자수익

률, 경제  부가가치, 수익성과 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자본회 율  흐름 등이 표 이다.

기업은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하여 재무비율을 사용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기업의 수익과 가치를 측 하는

데 한계가 있고 회계기 에 의해 회계수치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어 하지 못하다. 이에 기업의 자본과 부채

를 합친 총비용을 고려하여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에 

을 둔 EVA에 의한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5]. 재무성과 

지표들은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다른 과 련된 

성과지표들을 이용해서 실행한 략들이 얼마나 향상된 

결과를 낳는지 알려 다. 따라서 재무성과는 기업의 경

쟁우 를 바탕으로 지 속  성장을 한 필수요소라 하

겠다. 이러한 재무  성과는 지표로서 바로 측정이 가능

한 이 이 있지만 직  향 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나. 비재무  성과

비재무  성과는 아직까지 측정의 애로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재무  성과는 일반 으로 조직과 련된 성과

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 재까지 조직성과에 

한 개념  정의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들

은 조직성과의 정의를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  조직성과의 다양한 개념을 에 따라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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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첫 번째로 목표의 달성도를 효과성으로 보는 

과 둘째로 능률성과 효과성을 포함하여 같이 보는 , 

셋째로 능률성, 효과성, 응성, 형평성의 에서 바라

보는 , 마지막으로 능률성과 효과성, 공정성으로 보

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9]. 조직성과에 한 주요

요인으로는 김상묵은 Brewer & Seldon의 연구에 기 하

여 조직성과의 향요인을 직무만족, 조직몰입, 공공서비

스동기, 조직시민행동으로 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하고 있다[10]. 

2.3 리더십유형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리더십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리더십

과 경 성과 간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기의 리더십 연구(특성이론)들은 성공 인 리더의 특성

을 범주화하기 하여 개인 인 특성에 을 맞추었다

[11][12]. 특성이론은 성공 인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며, 

리더는 비 리더와 구분되는 어떤 천부 인 능력을 가지

고 있다고 가정한다[3]. 특성이론과 마찬가지로 행 이론

의 주요 한계는 이들 이론들이 리더의 유효성을 결정하

는 데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요한 역할을 무시하

다는 것이다[13]. 이것이 상황이론과 상황  이론이 리더

십 이론에 출 하게 된 동기이다. 상황이론은 리더십의 

행동유형은 리더를 따르는 구성원들의 성숙도에 의해 결

정된다는 것이다[14]. 상황  이론은 리더십 과정에 작용

하는 상황  요소에 따라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15]. 이들 이론들은 기존의 일방향 리더에서 문맥

인식 리더십(context-sensitive leadership)으로 이동하

다. 비록 이론들은 서로 다른 요인들의 요성을 강조하

고 있지만, 상황이론과 상황 합 이론은 리더십의 효과

성은 리더의 상황 단과 상황요인에 한 이해에 의존한

다고 제하고 있다.

리더십과 조직성과간의 직 인 연계성은 많은 기업

에서 리더십의 변화가 직 으로 기업의 성과와 연계되

어 있다는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9]. 이상의 내용을 종

합하면, 리더십과 조직성과의 연계성에 한 연구결과들

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기업 성공에서 리더의 변  역

할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리더의 유형과 기업성과간의 향 계를 살

펴 으로써 조직에서의 리더의 요성과 기업의 경 성

과간의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가설 1. 리더십의 유형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1. 비 제시형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동기부여형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목표달성형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분석형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리더십의 유형이 매출액향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비 제시형은 매출액향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동기부여형은 매출액향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목표달성형은 매출액향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분석형은 매출액향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리더십의 유형이 생산성향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비 제시형은 생산성향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동기부여형은 생산성향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목표달성형은 생산성향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분석형은 생산성향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 

2.4 조작적 정의

2.4.1 리더십의 유형

본 연구는 Quinn(1988), 최찬기(2007)가 이용한 척도

를 기 로 4가지 유형의 20개 설문항목을 개발하여 리커

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2.4.2 경영성과

본 연구에서는 경 성과를 비재무 성과와 재무 성

과로 구분하여 측정하 는데 비재무 성과로는 Skalli, 

Theodossiou and Vasileiou(2008) 등의 연구에서 이용한 

6개의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재 수행하는 주요업무에 

한 만족, 수입 의 만족, 직무안정성의 에서의 

만족, 업무형태의 에서의 만족, 시간 의 만족, 근

무조건 의 만족을 토 로 하여 ‘  그 지 않다’를 

1 으로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5  척도

로 응답하도록 하여 직무만족에 하여 질문하 다. 

한편, 재무  성과로는 매출액향상과 생산성향상에 

하여 각각 4개의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매출

액과 련된 질문에서는 매출액 향상, 주문량 향상,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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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증 , 매량증 를 토 로 하 고, 생산성향상과 

련한 질문에서는 생산량증 , 생산시간단축, 작업의 편

의성, 작업성과 향상을 토 로 하여 각각  ‘  그 지 

않다’를 1 으로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5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다. 

  

3. 실증분석

3.1 조사 설계 및 분석내용

이상의 이론  고찰을 통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설문지를 작성, 조사하여 활용하 다. 연구 상

은 경남지역의 로벌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을 

상으로 하 으며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8일 동안 실시하 으며, 총 설문지는 150부 

 130부가 최종 회수되었으며 이  통계처리에 활용이 

불가능한 7부를 제외한 123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 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를 해 SPSS 17.0을 이용

하 다.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먼  인구통계학  특성

을 정리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들의 

각 설문항목에 한 내  일 성을 확인하기 한 신뢰

성 검증을 실시하 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합성을 

검증하 다. 한 각 변수의 기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가설검증을 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2 기초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하여 활용된 설문은 로벌 

기업을 상으로 한 총 123부가 활용되었으며  기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기업의 경우 9개, 법이는 

114개 기업이 응답하 으며 기업년한은 20년 이상 된 기

업이 88개 기업으로 압도 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 

한 301명 이상이 7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3.2 신뢰성, 타당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분석에 있어서 동일한 개념들

을 측정하기 해 다 항목 척도를 이용하므로 측정도구

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하여 내 일 성 기 에 따라 

Cronbach's 𝛼 계수를 이용하 다. 

item person %

Companies 

form

Private company 9 7.33

Corporation 114 92.7

Years of 

establishm

ent

5 year below 8 6.5

6 - 10 year 8 6.5

11 - 15 year 5 4.1

16 - 20 year 14 11.4

20 year more than 88 71.5

Sales

(month)

10,000,000 won below 2 1.6

10,000,001-20,000,000 3 2.4

20,000,001-30,000,000 5 4.1

30,000,001-50,000,000 3 2.4

50,000,001-100,000,000 4 3.3

100,000,001-200,000,000 2 1.6

200,000,001-300,000,000 5 4.1

300,000,001-500,000,000 3 2.4

500,000,001 more than 96 78.0

Employees

50 below 15 12.2

51 -100 21 17.1

101 - 200 7 5.7

201 - 300 5 4.1

301 more than 75 61.0

<Table 1> Frequency Analysis

variables 1 2 3 4 Cronbach's 𝛼

motivation5 .855

.830

motivation4 .759

motivation3 .759

motivation2 .755

motivation1 .753

analysis .715

.911analysis .650

analysis .641

vision .851
.645

vision .756

goal .859
.765

goal .744

Eigen 3.663 2.026 1.884 1.562

% 30.527 16.880 15.696 13.044

<Table 2> Reliability, Factor analysis of leadership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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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Cronbach's 𝛼
job satisfaction4 .874

.929

job satisfaction2 .866

job satisfaction3 .864

job satisfaction5 .867

job satisfaction6 .853

job satisfaction1 .846

Eigen 4.439

% 73.991

<Table 3> Reliability, Factor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variables 1 Cronbach's 𝛼
sales2 .758

.918
sales1 .751

sales4 .734

sales3 .692

Eigen 2.361

% 80.426

<Table 4> Reliability, Factor analysis of sales

variables 1 Cronbach's 𝛼
productivity1 .727

.824
productivity4 .696

productivity3 .662

productivity2 .551

Eigen 2.361

(%) 80.426

<Table 5> Reliability, Factor analysis of Productivity

일반 으로 사회과학에서는 Cronbach's 𝛼 계수가 

0.7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타당성분석의 

방법으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요인의 추출방법

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 고, 요인이 어도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겐 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 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 으며, 항목의 축소와 각 

요인을 쉽게 설명하기 해서 직각회 (Varimax 

Rotation) 방식을 취하 다.

3.3 가설검증

3.3.1 가설1의 검증 

로벌 기업의 리더십 유형과 직무만족의 향 계를 

살펴보기 한 가설1의 검증을 해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으며  이에 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

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920 2.928 .004

vision .021 0.22 .149 .882

motivations .366 .125 2.936 .004**

goal -.093 -.102 -1.311 .193

analysis .385 .317 2.743 .007**

R²=0.436, F=22.768(p=0.000)

<Table 6> Verification of Hypothesis 1

회귀분석 결과, R²값이 0.436이고, F값이 22.768(p<0.001)

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회귀식 즉, 연구모형

이 체 분산  43.6%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유의수 은 p<0.001수 에서 매우 유의 이어서 리

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단

된다.

가설 1-1은 비 제시형 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향

계를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값은 .1498(p=0.882)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기각되었다.

가설 1-2는 동기부여형 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향

계를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값은 2.936(p=0.004)이므로 동기부여형 리더

십은 직무만족에 직  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1-3은 목표제시형 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향

계를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값은 -1.311(p=0.193)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4는 분석제시형 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향

계를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값은 2.743(p=0.007)이므로 유의수  p<0.01 

수 에서 채택되었다.  

3.3.2 가설2의 검증 

로벌 기업의 리더십 유형과 매출액 향상과의 향

계를 살펴보기 한 가설2의 검증을 해 다  회귀분

석을 실시하 으며  이에 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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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

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2.458 8.442 .000

vision -.192 -.258 -1.474 .143

motivations -.293 -.420 -2.532 .013*

goal .158 .228 2.407 .018*

analysis .530 .570 4.074 .000***

R²=0.170, F=6.029(p=0.000)

<Table 7>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회귀분석 결과, R²값이 0.170이고, F값이 6.029(p<0.001)

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회귀식 즉, 연구모형

이 체 분산  17.0%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유의수 은 p<0.001수 에서 매우 유의 이어서 리

더십 유형이 매출액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가설 2-1은 비 제시형 리더십과 매출액향상과의 

향 계를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t값은 -1.474(p=0.143)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기각되었다.

가설 2-2는 동기부여형 리더십과 매출액향상과의 

향 계를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t값은 -2.532(p=0.013)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채택되었다. 

가설 2-3은 목표제시형 리더십과 매출액향상과의 

향 계를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t값은 2.407(p=0.018)이므로 동기부여형 리

더십은 매출액향상에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 2-4는 분석제시형 리더십과 매출액향상과의 

향 계를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t값은 4.074(p=0.000)이므로 유의수  

p<0.001 수 에서 채택되었다. 

3.3.3 가설3의 검증 

로벌 기업의 리더십 유형과 생산성향상과의 향

계를 살펴보기 한 가설2의 검증을 해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으며  이에 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

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R²값이 0.096이

고, F 값이 3.117(p<0.001)로 나타나고 있다. 

가설 3-1은 비 제시형 리더십과 생산성향상과의 

향 계를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t값은 .687(p=0.494)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기각되었다. 가설 3-2는 동기부여형 리더십과 

생산성향상과의 향 계를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t값은 -2.001(p=0.048)이

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채택되었다.

가설 3-3은 목표제시형 리더십과 생산성향상과의 

향 계를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t값은 -.496(p=0.621)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

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2.524 7.310 .000

vision .106 .126 .687 .494

motivations -.274 -.347 -2.001 .048*

goal -.039 -.049 -.496 .621

analysis .447 .423 2.897 .004**

R²=0.096, F=3.117(p=0.000)

<Table 8> Verification of Hypothesis 3

가설 3-4는 분석제시형 리더십과 생산성향상과의 

향 계를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t값은 2.897(p=0.004)이므로 유의수  

p<0.01 수 에서 채택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로벌 기업의 리더쉽 유형과 직무와의 

계를 분석하기 해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진행 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벌기업의 리더십유형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동기 부여형  분석 제

시형 리더십이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둘째, 로벌기업의 리더십유형은 매출액향상에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동기부여형 리더십, 

목표제시형 리더십, 분석제시형 리더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로벌기업의 리더십유형은 생산성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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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동기부여형 

리더십과 분석제시형 리더십이 생산성향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로벌기업체 조직에서 조직구성원은 

리더가 동심과 워크를 강조하고 자율권을 보장하며, 

참여  의사결정구조를 가지며, 문제 해결시 리더와 구

성원이 함께 공유하고 분석,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

으로 귀결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와 같이 유의미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분석과정에서 투입된 변수의 선정에 보다 종합

이고 객  추출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한 변수

에 한 설명력의 한계로 고유 험을 통제하는 차

인 미비 이 있을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변수분석 기법과 방

법론이 용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S. H. Park(2012), "A Case Studies on Successful 

Marketing Strategy of Korean Hidden Champions 

in the Global Competition Market," The Graduate 

school of Dankuk university.

[2] S. J. Jang(2012), Global Management, Bakyoungsa, 

Seoul, p.13.

[3] Stogdill, R. M.(1974), Handbook of Leadership: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4] Arieu(2008), walkingonethebridge.blogspot.com/2008.

[5] Quinn, R. E. & Rohrbaugh, J.(1983), "A Spatial 

Model of Effectiveness Criteria: Towards a 

Competing Values Approach to Organizational 

Analysis," Management Science, 29, pp. 363-377.

[6] C. H. Choi,(2006), "Effects of Internal Service 

Quality on Internal Customers'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ourist Hotels," The 

Graduate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7] S. H. Jeong(2001), "Influences of Empowerment and 

Leadership on Employees' Attitude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8] B. J. Kim(1990), "The influence of strategic 

adaptability to market dynamism on performance in 

Korean consumer packaged goods market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9] T. K. Wang(2007),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Individual Level," Journal of Organizational Studies, 

4(1), pp. 63-90.

[10] S. M. Kim, Y. J. Kim(2005), "Analyzing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in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The 

Korean Association forPublic Administration, 39(2), 

pp. 63-87.

[11] Argyris, C.(1965), "Some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Executives," Personnel Journal, June, pp. 

50-63.

[12] Mahoney, T. A., Jardee, T. H. and Allan, N. 

N.(1960), "Predicting Managerial Effectiveness," 

Personnel Psychology, Summer, pp. 147-163.

[13] Mullins, L. J.(1999),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Behaviour, London: Financial Times.

[14] Hersey, P. and Blanchard, K. H.(1969), "Life-cycle 

Theory of Leadership," Training and Development 

Journal, 23, pp. 26-34.

[15] Fiedler, F. E.(1996), "Research on Leadership 

Selection and Training: One View of the Futur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1, pp. 241-250.

[16] Quick, J. C.(1992), "Crafting an Organizational 

Culture: Herb’s Hand at Southwest Airlines," 

Organizational Dynamics, 21(2), pp. 45-56.

최 승 일(Choi, Seung-Il) 
․2003년 8월 : 경남 학교 학원 경

학과(경 학박사)

․1999년 3월 ～ 2005년 2월 : 경남

학교 강의

․2004년 8월 ～ 재 : 부산 학교 

강의

․2008년 8월 ～ 재 : 창원 학교 

강의

․ 심분야 : 마 , 로벌경 , 호텔마

․E-Mail : csi0305@naver.com



A Study on The Effect Business Performance of Leadership on Global Corporat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김 동 일(Kim, Dong-Il)    
․1998년 8월  : 명지 학교 학원 경

학과(경 학박사)

․1998년 10월 ～ 2000년 2월 : 텍사스

주립 (UTA) ERP센터 연구교수

․2000년 3월 ～ 2005년 12월 : 국립

양 학교 회계정보학과 교수

․2008년 1월 ～ 2010년 1월 : 텍사스

주립 (UTD) 방문교수

․2006년 1월 ～ 재 : 부산 학교 경 학과 교수

․ 심분야 : e-Biz, ERP 시스템, SCM

․E-Mail : kdi50@pus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