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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효과적으로 조직을 경영하고자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개혁을 위한 조직개편 및 서로 다
른 조직들 간의 통합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시키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간관리자의 리더
십 역할이 중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연관성을 실제 농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2014년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 전체 220명을 조사하였으며 이중 192명의 응답
을 통하여, 농협 조직구성원들의 이직 의도를 제한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협 조직의 중간관리자 
리더십이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즉,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가 결국은 이직 의도와 조직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간에 매개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농협 조직 경영의 효율성 증대 및 목표 달성에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조직의 중간관리자들인 과장, 차장이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 조직구성원들
이 고려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인재육성, 경영효율성, 조직관리 등에 시너
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직적 융복합 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제어 :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이직 의도, 직무 만족도, 협동조합, 조직적 융복합

Abstract  There are the leadership is the main factor for managing effective organization as the size of 
organization becomes large and its functions are a complex and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erefore it 
needs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for managing organization by the effect of middle manager's leadership 
on organization's effectivenes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per leadership type of 
middle manager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between turnover intention and leadership type 
recognized of organizational members. It suggested the guidelines for the proper leaderships type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for employees through the findings. To test hypotheses, the leadership types are classified 
and the data of this study has collected to evaluate middle managers from the actual employee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Nonghyup. Through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e organizational convergence and 
provides guidelines in managing the agriculture organization to suggest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job satisfaction, agricultural 
cooperatives, organization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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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동조합인 농  조직의 규모가 커져가면서, 

조직구성원을 리하기에는 조직의 외  환경이 격

하게 변화되고, 그 구조 한 매우 복잡해졌다. 성공 인 

조직을 이루기 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몰입도 향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

와 함께 조직구성원의 가치 도 다양해지고 있어 업무에 

임하는 자세 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실

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  조직구성원들의 직

무환경을 개선시키고 미래 지향 인 조직으로 발 시키

기 해서는 조직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러한 변화의 첫 단추를 농  조직 내 간 리자의 리더

십 유형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모든 분야에서 문화, 국

제화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성공 인 조직경 의 

핵심 요소는 바로 간 리자의 인재 리 역할이며, 이

는 간 리자의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다.

조직경 에 있어서 간 리자는 구성원들의 부서 내 

인맥 리, 근무성 평가, 조직분 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간 리자의 리더십

이 객 이고 합리 으로 실행되지 않을 때에는 부작용

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간 리자인 과장, 차장의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상의 가치 이나 능력, 태도 

향상에 직 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 인 검증을 하고자 농  조직의 

간 리자를 연구 상으로 한정하 다.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은 기존 리더십 이론들을 기반

으로 발생하 는데, 크게 리더의 특성과 자질을 으

로 하는 특성이론, 리더의 행동을 으로 하는 행 이

론과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른 상황이론이 있으며, 요즘

은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1,2]. 하지만 주요 리더십 연구들이 리더십 개념에 기반

을 두고 있다면, 실제 리더십 유형에 따른 조직구성원들

의 이직 의도와 직무만족 간의 계를 실증 으로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즉, 간 리자의 리더

십 유형(변 , 거래  리더십)에 따른 조직 운 의 성

과  측면(직무만족, 직무몰입 등)을 살펴본 연구는 활발

히 이루어져 있으나[3,4,5],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이직 의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하고자 경기도 

안성지역에 치해 있는 지역농  직원( 간 리자인  

과장, 차장은 제외)을 상으로 조사를 하 다. 이를 통

해, 농  직원들의 이직 의도를 제한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한 방안으로 농  조직의 간 리자 리더십이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연 성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농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가 결국은 이직 의도와 

농  조직 간 리자의 리더십 간에 매개역할을 살펴보

는 것은 농  조직 경 의 효율성 증   목표 달성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농  조

직 내, 간 리자의 리더십 자질   상황에서 가장 

요한 특성이 무엇인지 순 로 확인하 다. 이는 재 

농 이 처한 상황에서 조직 운 의 효과성을 극 화하기 

해 간 리자의 리더십 자질의 요한 순서를 재확인

할 계기가 되리라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농  조직의 간 리자들인 과

장, 차장이 조직을 리하는 데 있어 조직 구성원들이 생

각하는 바람직한 간 리자의 리더십에 한 이해와 효

과 인 조직 운 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연구배경 및 가설 

2.1 리더십유형

변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조직구

성원을 직무에 몰입시키고, 좋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동

기를 부여하는 데 있으며, 더 나아가 조직구성원의 자아

실  욕구  성장욕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리더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장기 인 에서 조직구성원에

게 단순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

로 충정심과 존경심을 일으켜 기  이상의 노력을 기울

이게 하는 과정이다[1,3]. 변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크

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카리스마(charisma), 개별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지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비  제시(inspiration)가 있다[1]. 그러나 카

리스마와 비  제시는 유사 이 많기 때문에 이  연구

에서는 카리스마의 하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

[5,6], 본 연구에서는 비  제시를 제외한 카리스마, 지

자극, 개별  배려를 변  리더십의 3가지 하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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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이에 반해, 거래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은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에 기 하여 조직구성원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즉, 조직구성원들의 동기

부여를 일으키기 해 혹은 올바른 행동을 유발하기 

해 행상하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 Bass and 

Avolio(1994)에 의하면, 거래  리더십을 2가지 요인인 

상황  보상(contingent reward)과 외  리

(management-by-exception; active)로 구분하여 제안하

다. 특히 외  리의 경우, 능동 (active)과 수동

(passive)으로 구분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능동 인 경

우에 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6]. 

각 요인에 해 설명하면, 상황  보상은 조직 내의 목

표를 달성하기 해 리더의 기  명확성과 조직구성원의 

노력에 한 상 등, 조직구성원들에게 조건  보상

(conditional rewards)을 제안하는 것을 뜻한다. 외  

리는 조직 리에 있어 부정 인 결과를 피하기 해, 

리더는 지속 인 모니터링을 하며 조직구성원이 작업 실

수  오류 발생 시, 피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다

[3,7]. 다시 말해, 상황  보상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설

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그에게 약속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  리의 경우는 조직구성원이 일정

한 기 에 부합되지 않거나 일탈하는 경우에만 리더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업무를 성실히 잘 진행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과가 기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조직구성원에게는 부정 인 피드백으로, 혹

은 징계나 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  보상과 비교해 보면 외  리는 비

효과 일 수 있으며, 간 리자의 간섭의 형태가 수동

인 성향인 비난 혹은 처벌이 될 때에는 오히려 역효과

를 일으킬 수 있다[4,5]. 

2.2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

효율 인 조직 리를 해 직무성과를 고려하게 되

며, 그 성과란 조직의 효과성과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 달

성에 따른 직무만족에 있다[8]. 직무만족은 조직 구성원

이 직무상 경험의 평가로 어떤 기쁨이나(a pleasurable) 

혹은 정 인 감정상태(positive emotional)라 볼 수 있

다[9]. 이와 반 로 Schneider and Snyder(1975, p.318)는 

직무만족이 직업 혹은 업무를 수행 후 결과에 한 개인

의 지각된 평가라고 제안한다[9]. 그러므로 직무만족도는 

조직구성원들이 기 하는 반응과 실제로 받는 우 간의 

차이를 인지 , 감정 으로 반응하게 되는 체 인 집

합체이다[11]. 이러한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들이 처한 

조직 환경에 강한 정의 계를 형성한다[12]. 부분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이직 간의 계에 해 유의미한 

향 계를 살펴보았으며, 조직구성원의 기술수 , 조직

구조, 동기부여, 직무성과가 모두 이직 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제안한다[13]. 이직 의도는 일반 으로 

그 조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인지 떠날 것인지에 한 

구성원의 의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의 이직 의도는 조

직구성원이 재 상태에서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2.3 리더십 유형과 직무만족, 이직 의도 간의 관계

기존 연구에서는 이직에 련되는 요인들을 조직 체

요인, 직무환경, 직무내용, 개인특성, 기타요인으로 구분

하여 체 인 직무만족과 이직 사이에는 일반 으로 부

(-)의 상 계가 있음을 제시하 다[14,15], 특히,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이 이직 의도와의 계에서는 

부(-)의 계를,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는 정(+)의 계

를 가지나[16,17], Bass et al. (1995)와 Den Hartog et al. 

(1997)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변  리더십의 하  행

동요소들인 카리스마, 지 자극, 개별  배려가 하나의 

요인으로서 묶여 그 변수가 리더십의 효과변수(직무만

족, 직무몰입, 이직 의도)에 정(+)의 계를 가지며, 거래

 리더십의 경우 상황  보상은 효과변수에 정의 계

를 보이나, 외  리는 연구에 따라 정(+)의 계를 

보이기도, 부(-)의 계를 보여 일 이지 않다고 제안

하고 있다[5,7]. 그러므로 이  연구결과를 토 로 변  

리더십의 경우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거래  리더십의 

경우는 일 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 으로써 거래  리

더십을 상황  보상과 외  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 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이직 의

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

펴볼 것이다. 즉, 직무만족이 높은 조직구성원들은 상

으로 직무만족이 낮은 구성원들에 비해, 조직을 떠나

고자하는 이직 의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농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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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간 리자의 리더십의 경우 변  리더십을 증가시

킬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게 되고, 

이는 직장에 머물면서 좋은 성과를 내기 한 행동의 증

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 로 거래  리더십

의 외  리는 오히려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려 하고 

외  리를 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직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직무에 해 만족한 집단이 불

만족한 집단에 비해 더 쉽게 직장을 그만둔다는 이  연

구결과와도 연 된다[14,15,18,19]. 

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농  조직 내의 간 리자

의 리더십 유형과 이직 의도 간의 계에 미치는 향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농  

조직 내의 간 리자의 변  리더십 행 는 직무만족

도를 향상시키고 이는 이직 의도를 낮춰  것이다. 이에 

반해 간 리자가 거래  리더십  특히 외  리 

시, 조직구성원들에게 명백한 책임을 부여  조직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해 외 리를 할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 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변  리더십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부의 

향은 직무만족에 의해 매개된다.

가설2. 거래  리더십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부의 

향은 직무만족에 의해 매개된다. 

 가설 2-1. 상황 보상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부의 

향은 직무만족에 의해 매개된다.

 가설 2-2. 외  리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부의 

향은 직무만족에 의해 매개된다. 

3.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3.1 표본설계 및 척도

본 연구는 농  조직 내에서 간 리자(과장과 차장) 

리더십이 조직구성원들의 이직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로 검증하고자, 경기도 안

성지역에 치해 있는 지역농 의 직원들을 상으로 실

시하 다. 설문조사는 총 220부  일부 문항을 미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192부를 상으로 검증하 다. 이 가운

데 남자는 122명(63.5%)이고 여자는 70명(36.5%)이었으

며, 연령은 29세 이하가 15명(7.8%), 30∼39세는 66명

(34.4%), 40∼49세 87명(45.3%), 50세 이상 24명(12.5%) 

이었다. 소속부서는 총무기획분야 18명(9.4%), 신용사업

분야 88명(45.8%), 경제사업분야 78명(40.6%), 지도사업

분야 8명(4.2%)로 나 어 조사하 다. 

가설검증을 해 독립변수로서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2,3,5], 매개변수로서 직무만족도[8,11], 종속변

수로 이직 의도[18,19]를 측정하 다. 특히 변  리더십

과 거래  리더십은 Bass의 MLQ(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를 기반으로 한 Bass et al. (1995)와 Den 

et al. (1995)의 연구결과를 토 로 일부를 활용하 으며

[6,7], 선행된 국내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여 리더십에 련

하여 자주 활용된 문항들  표성 있는 문항을 추출하

여 활용하 다. 따라서 변  리더십은 카리스마, 지

자극, 개별  배려로 구성되며 총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거래  리더십은 상황  보상과 외  

리로 각 3문항, 직무만족도와 이직 의도는 각 4문항으

로 리커드 5  척도로 측정하 다(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 

3.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각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별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각 요인들의 다

공선성에 의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해 직각회 법

(varimax)을 사용하 다.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의 요

인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 값은 0.91로서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한 변수 선정에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한 이는 변

수들 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비해 잘 설명되었음

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 계를 

나타내는 요인 재량(factor loading)은 최소 0.60이상으

로 집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공통성 역시 모든 문항이 

0.4이상으로 추출되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서 리더십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는데, 변

 리더십의 경우, 카리스마, 개별  배려, 지 자극으

로, 총 12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 으며, 변  리더

십 개념을 설명하는 비율은 약 40.28%, 고유값(eigen 

value)은 7.25로 나타났다. 요인 2와 3의 경우, 거래  리

더십 련 문항이며, 상황  보상과 외  리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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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묶이지 않고 각각의 변수로 설명력을 보 다. 요인 2

의 경우, 상황  보상에 한 문항이었으며, 고유값은 

2.38, 설명력은 13.23% 이었다. 요인 3은 외  리 문

항이었으며, 고유값은 1.91, 설명력은 10.59%로 나타났다

<Table 1>. 

Variables
Component Communalities

1 2 3 Extraction

charisma 3 .846 .731

intellectual stimulation 1 .823 .692

charisma 4 .820 .692

charisma 2 .814 .692

intellectual stimulation 3 .770 .612

charisma 1 .761 .604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4 .747 .625

intellectual stimulation 2 .733 .562

intellectual stimulation 4 .732 .568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3 .727 .661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2 .688 .612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1 .648 .689

contingent reward 1 .871 .576

contingent reward 2 .814 .779

contingent reward 3 .608 .708

management by exception 1 .767 .641

management by exception 2 .692 .623

management by exception 3 .662 .470

Eigen Value 7.251 2.380 1.906

% of Variance 40.284 13.225 10.590

Cumulative % 40.284 53.508 64.098

<Table 1> Factor analysis of leadership type

요인분석을 통하여 변  리더십을 구성하는 3개의 

하 개념들이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졌다. 

따라서 요인 1을 카리스마, 개별  배려, 지 자극을 하

나의 요인으로 개념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거래  리더십의 경우 하나의 요인이 아닌, 2개의 요인으

로 구분되어, 각각의 변수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한편, 각 요인들의 변수에 한 신뢰성 검증을 

해 Cronbach’s α를 활용하여 내  일 성을 살펴보았다. 

신뢰도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리더십유형은 변  리

더십 12문항은 0.94이며, 거래  리더십  상황  보상 

3문항은 0.79, 외  문항 3문항은 0.63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이직 의도는 0.86, 매개변수인 직무만족도는 

0.71로 나타나, 모두 0.6 이상으로 합한 신뢰도 수 을 

보 다[20]. 

3.3 가설검증 

이  연구결과에서는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

이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이직 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부분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과 이직 의도 간의 부정 인 계는 직무만족의 

매개역할에 의해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을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  리더십과 이직 의도 

간의 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역할은 1단계 회귀계수가 

4.14 로 정(+)의 향을 미치며, 2단계에서는 값으로 

.4.99, 3단계에서는 3.17로 나타났으며, t값과 p값이 각 단

계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 2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변  리더십의 효과(β=-.34)도 3

단계의 효과(β=-.19)보다 값이 크게 나타났다. R2값

은 1단계에서 7%, 2단계에서 17%, 3단계에서는 34%로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결론 으로 가설1은 지지되었으

며 직무만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Independent 

variable/  

Mediating 

variable/

Dependent 

variable

Mediating effect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 

value 

p

valu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1 step  .29  4.14 .000

2 step -.34 -4.99 .000

3 

step

independent 

variable
-.19 -3.17 .000

mediating 

variable
-.51 -8.35 .000

<Table 2> The result of hypothesis 1

가설 2인 거래  리더십이 이직 의도에 부의 향을 

미치는 데 있어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거래  리더십의 경우 상황  

보상과 외  리 각 문항에 해 분석결과, 상황 보

상의 경우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외  리의 경우, 1단계 회귀계수는 .17 로 정(+)의 

향이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22, 3단계에서는 .13의 값

을 나타냈다. t값과 p값 모두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독립변수의 효과는 

값으로 살펴보았으며, 2단계에서 독립변수의 효과가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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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22 > 3단계 β=.13). 한 R2값은 3단계에서 34%로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결론 으로 상황  보상에 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에 한 가설 2-1은 기각되었고, 

외  리에 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에 한 가설 2-2

가 지지되었다<Table 3>.

Independent 

variable/  

Mediating 

variable/

Dependent 

variable

Mediating effect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 

value 

p

valu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1 step .17 -2.32 .021

2 step -.22 3.14 .002

3 

step

independent 

variable
.13 2.20 .029

mediating 

variable
-.54 -9.05 .000

<Table 3> The result of hypothesis 2 

3.4 리더십 자질 순위 및 거래적 리더십 인식

에 대한 성별차이 

추가 으로 리더십 자질들  가장 요하다고 생각

하는 순서 로 응답하게 하 다. 다 응답분석 결과 가

장 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 경제  환경을 고려한 

조직의 안정  리’가 1 로 36.8%가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 다. 그 다음으로는 ‘조직분 기 조성을 한 

심(조직구성원들의 치료자 역할)’이 2 로 20.7%, ‘환경

변화에 한 지속 인 개선의지(노력)’가 3 로 13%, 4

로는 ‘열정  업무처리 의지’가 10.9%, 마지막으로 ‘업무

에 한 문지식’과 ‘미래지향  비  도 정신’은 각 

9.3% 이다. 따라서 농  조직의 간 리자에 한 구성

원들의 리더십 자질  ‘사회, 경제  환경을 고려한 조직

의 안정  리’가 리더십 자질  가장 큰 역할로 인식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  변수  특히, 성별에 따라 

간 리자의 거래  리더십에 한 조직구성원들의 인

식 차이가 나타났다. 가설검증에서는 거래  리더십  

외  리에 해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성별에 따른 거래  리더십에 한 인식은 상

황  보상에 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  보상으로서 상황  보상에 해 

질문하 으며, 조직구성원들이 보상을 받기 해 성과수

 달성과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가에 한 간 리자

의 리더십 유형에 해 질문하 다. 그 결과 농  조직 

내의 여성 구성원들 보다 상 으로 남자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간 리자의 상황  

보상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남자=3.08 vs. M

여자=2.81, Mean square=3.12, F=4.40, p=0.037).  

4. 결론 및 논의

4.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오늘날 농 은 변하는 사회 변화에 응  응하

고자 신용사업, 경제사업 부문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장 환경에 응하기 해 농  한 조직개

을 실행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서로 다른 조직들  

간의 통합 리 등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합리

이고 효율 으로 조직을 경 하고자 노력하는 상황 속에

서 농  조직구성원들이 환경변화에 얼마나 응하고 있

는지, 본 연구에서는 농  조직 내 간 리자의 리더십 

역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 다. 특히 과거와 달리 변

하고 있는 농  조직에 응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이직 

의도를 살펴 으로써,  상황에 맞게 농  조직의 효과

인 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  연구들은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이 높

을수록 직무만족도 혹은 직무몰입에 정 인 향을 미

치거나 이직 의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형과 이직 의도 간의 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는 에서 이  연구

들과의 차이 을 보여 다. 한, 지역 내의 농  조직구

성원들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내 타당성뿐 

아니라 외 타당성을 만족하 다. 

연구결과, 변  리더십의 경우 직무만족도가 이직 

의도에 매개되며, 거래  리더십 의 하나인 상황  보

상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으나, 외

 리의 경우 직무만족도가 이직 의도에 매개되었다. 

다시 말해, 앞서 언 한 기존 연구들은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하고 직무만족 혹은 직무몰입, 이직 의도 등 각각의 

변수들을 직 인 계를 주로 살펴보았다면[16,17], 본 

연구는 리더십 유형과 이직 의도 간에 직무만족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 다는 에 시사 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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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거래  리더십의 경우 직무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한 이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밝힌 직

무만족이 매개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론된다. 

농  조직구성원들은 간 리자의 변  리더십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져 이직하려는 의도가 낮아

지는 반면, 거래  리더십의 하 변수인 외  리를 

농  조직의 간 리자가 할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는 떨어져 결국은 이직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거래  리더십의 하 변인

인 상황  보상의 경우보다는 외  리가 실제 농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더욱 실 인 간 리자의 

리더십 유형이라는 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본 연구는 가설검증 외에 추가로 농  조직구성

원들이 생각하는 간 리자의 리더십자질의 우선순

와 거래  리더십 유형 인식에 한 성별차이를 확인하

다. 다 응답분석을 통해 농  조직구성원들이 간

리자의 리더십 자질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

회, 경제  환경을 고려한 조직의 안정  리(36.8%)’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조직분 기 조성을 한 심(조

직구성원들의 치료자 역할), 20.7%’이었다. 이러한 결과

는 본 연구의 의의와 연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요

즘 동조합으로서의 농 에 한 조직의 본질을 간

리자의 리더십 역할에서 찾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요구라 

본다. 그리고 농  조직 내에 간 리자의 리더십 유형 

 거래  리더십의 하나인 상황  보상에 있어 조직구

성원들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농  조직의 

간 리자들은 효과 인 조직을 리하기 해, 보상에 

따른 남녀 간의 인식 차이를 여 으로써 직무 만족도

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이 고려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더 나

아가 인재육성, 경 효율성, 조직 리 등에 시 지 효과

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직  융복합 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4.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 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안성지역의 지

역농 에 근무하고 있는 간 리자들을 상으로 설문

을 하 기에, 농  조직 체를 표한다고 보기에는 어

렵다. 후속 연구로 여러 지역을 추가하여 표본의 표성

을 강화시키고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리더십의 유형은 Bass의 문항을 기본

으로 하여 설문하 다. 그러나 재 Bass의 MLQ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에 한 수정 보

완된 문항이 지속 으로 연구되고 있다[21]. 이에 맞추어 

리더십 유형에 한 문항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 매개변수인 직무만족도에 해 직무 역, 인사 역, 

보수 역, 감독 역, 군무환경 등 자세히 구분하여 살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22].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거

래  리더십의 하 변수로서 상황  보상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Sahaya(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

황  보상과 외  리는 재무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23]. 그러나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일 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 해 추론을 하면, 상 으로 해외처럼 

상황  보상이 실제 잘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연구결과에서 상황  보상이 직 으로 만

족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나 조직 문화의 측면으로 집

단주의 성향과는 상호작용을 일으켜 향을 미치는 변수

가 되었다[24]. 다시 말하자면 농  조직구성원들에게 

간 리자의 상황  보상은 조건 인 형태의 보상으로 인

식되며, 이는 개인 인 형태이기에 상 으로 조직 문

화의 집단주의  신념과는 다른 향을 미치는 것이다

[25]. 즉, 이러한 리더의 조건  보상 같은 개인 인 행태

는 농  조직의 강력한 집단주의  신념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재해석 할 수 있겠다. 박경미(2012)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계질서  명령, 통제, 규칙 등을 강조하는 

계문화를 제외하고 집단문화, 합리문화가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26]. 즉, 농

조직의 특성상 경쟁이나 엄격한 통제에 의한 리보다

는 직원 간 력, 상사와 직원 간 신뢰 계  인간 계 

등을 시하는 집단문화와 효율성과 합리 인 목표를 

시하는 합리문화가 농 직원의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로 효과 인 

농  조직 경 을 해서는 간 리자의 리더십뿐 아니

라 그 조직 내의 문화 인 환경을 고려하여 직무만족도

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27]. 마지막으로 오늘

날 조직구성원이 실질 으로 내국인외에 외국인도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조직 내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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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조직구성원의 문화  가치 변화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농  조직구성원들의 서로 다

른 문화 인 향에 한 간 리자의 리더십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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