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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습조직화 사업에서 상사의 강한 리더십이 조직원들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조직 구
축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학습조직화 사업에 참여하는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한 리더십이 학습동기에 유의한 영향(p<.001, β=.425)을 미쳤으며, 강한 리더십의 구성요인 중 비전관련 행
동이 학습동기의 구성요인인 과제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따라 강한 리더십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학습조직 구축수준의 구성요인 중 자아완성과 팀학습의 조
절작용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강한 리더십과 학습조직 구축수준이 학습조직화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원
들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성공적인 학습조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학습조직, 강한 리더십, 학습동기,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 of charismatic leadership on motivation to lear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level of building learning organization in learning organization support project. Survey was conducted 
for manufacture company participating in learning organization support project. Charismatic Leadership positively 
affected motivation to learn, specifically vision-related behaviors positively affected task value. At the same 
time, the moderating effect of level of building learning organization was verified and specifically personal 
mastery and team learning moderated the effect of charismatic leadership on motivation to learn. This study 
results provided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operating successful learning organization of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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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가 지식경제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조직의  

구성원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요해졌으며 지속

인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내고 경

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소기업의 HRD

역량 강화를 해 심사를 통해 기 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학습조 운 비, 강사·교재비, 경진 회, 외부 

문가, 학습 인 라 구축 등 2006년부터 소기업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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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소기업에서의 학습조직화가 요한 이유는 기업

에 비해 열악한 여건을 인 자원개발을 통해 극복하고 

지속 인 학습으로 궁극 으로는 기업내 구성원들의 능

력계발과 경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

법이기 때문이다.

한 리더의 강한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극 으로 

의지를 가지고 자발  학습활동을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데 요한 요소이며 리더와 부하의 계가 하고 커

뮤니 이션이 직 으로 일어나는 작은 조직일수록 리

더의 강한 리더십이 부하들의 학습태도와 학습지향성에

도 높은 향력을 미치게 된다.

2. 이론적 배경

2.1 강한 리더십

리더십(Leadership)에 하여 로빈스(Robins)는 “리더

가 일정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향을 미치는 과정과 그러한 

능력”을 말한다고 정의하 다[1]. 

Bass(1985)의 표 인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리더십

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리더가 부하

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거래  리더

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부하에게 미래의 비 을 

제시함으로써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하는 변  리더

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그것이다[2].

이  변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인 카리스마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 즉 강한 리더십은 리더

가 성공에 한 비 을 자신감 있게 부하들에게 동기부

여시킴으로써 스스로 조직목표에 한 열정을 갖고, 리

더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부터 충성심을 이끌어

내어 리더의 가치 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지지하게 만드

는 리더십을 의미한다(민경호, 2005)[3]. 

기존 연구에서 강한 리더는 크게 비 련 행동, 개인

 행동, 임 워링 행동의 3가지 행동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하 다. Weber(1968)는 비 을 강한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보았으며 박 홍(2005)은 이러한 비 련 행동

에는 부하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  제시, 미래 

목표의 설정  목표 달성을 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행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4]. 개인  행동은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 Conger & Kanungo(1998)는 리

더는 비 을 달성하기 해 확신감을 심어주고, 자신감

을 표출하며, 리더 자신의 헌신을 보여야 한다고 보았으

며 임 워링(Empowering) 행동은 리더가 임 행동으로 

부하들에게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증가시킴으로

써 리더를 강한 리더로 자각하게 만든다고 보았다[5].

한 변  리더십의 강한 리더십 요소는 공유된 비

과 력 등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며(장

희순, 2015), 학습태도와 학습동기  학업성취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설명되 다(고성진, 2010)[6,7]. 

2.2 학습조직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란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여 개인이나 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통해 이를 업무에 용하여 개

선함으로써 경 성과와 조직유효성을 지속 으로 달성

하려는 조직으로 정의되며(최백연, 2010), 학습조직화 수

은 자아완성, 시스템  사고, 학습, 사고모형, 공유된 

비 의 5가지 요인으로 측정할 수 있다(Senge, 1990)[8,9]. 

학습조직을 진하기 한 시스템  요인에는 비 과 

략, 리더십, 조직문화, 조직구조, 정보시스템, 보상시스

템 등이 있으며 학습조직은 개인학습, 학습, 조직학습

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10].

학습조직과 조직성과의 계성을 분석하기 한  

DLOQ (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Questionnaire) 

모델에서는 SEM을 이용하여 학습조직의 7가지 요소(지

속  학습기회 제공, 토론  연구 활성화, 단  조직학

습화, 자율  임 워먼트, 개인/조직 환경 연계, 지식의 

조직 체화, 략  리더십)가 지식성과와 재정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 다(Yang·Watkins· 

Marsick, 2004)[11].

3. 선행연구

카리스마  리더십, 즉 강한 리더십이 학습동기에 미

치는 향과 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고성진(2010)의 연구에서는 사 학교 훈육 장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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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이 생도들의 학습동기를 높여주는 선행변수

로 것으로 나타났으며, 류윤석(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

에 한 신뢰를 매개로 한 교사의 변  리더십은 학생

의 학습동기에 정 인 향을 미쳤다[7,12]. 정 용·김

희숙(2011)은 업사원이 지각하는 상사의 변  리더

십이 그들의 학습지향성과 내재  동기를 높 으며, 학

습지향성과 내재  동기는 다시 변  리더십이 창의성

에 미치는 향을 매개함을 밝혔다[13]. 이정수(2012)의 

연구에서도 군 조직원이 지각하는 상사의 변  리더십

은 학습동기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학습동기는 

다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를 보 다[14].

이처럼 변  리더십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향은 

기존 연구에서 일 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변  리더십

을 구성하는 가장 요한 요소인 ‘강한 리더십’에 을 

맞추어 소기업 등 산업 장을 상으로 이것이 학습조

직화 사업에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동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직 으로 규명

한 연구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기업내 학습조직화의 효과와 련하여 2007년 

학습조직화를 진행한 2년차 52개 기업을 상으로 소

기업 학습조직화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재정지원  

25.2% 증가, 1인당 학습시간 15.2% 증가, 특허상표 등 지

식등록건수 198.9% 증가, 연구개발 투자비용 22.8% 증

가, 주당 근무시간 1.95시간 감소, 산재발생율 63.4% 감

소, 제품불량률 16.6% 감소, 이직률 26.2%의 성과가 나타

났다(김 생, 2008)[15]. 한 학습기반 구축의 에서 

정부의 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학습여건조성, 

경 에서 학습의 우선순  개선, 학습을 한 재정지원, 

학습에 한 인식개선 등의 요소에서 매우 정 인 성

과(80% 이상)가 있었으며, 학습활동 성과의 에서는 

학습시간 확보, 학습방법 개선, 학습개선  학습에 한 

자신감 등의 요소에서 정 인 성과(55%-61%)가 있다

고 평가되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16].

본 연구에서는 이론  고찰을 토 로 학습조직화 사

업에서 강한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 동기에 

향을 미치며 학습조직 구축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

질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제조업종

의 A 소기업을 상으로 2015년 12월 3일부터 12월 11

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총 71부를 수거하여 불

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66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지는 이철우(2015), 이정수(2012), 강완 (2012), 

의 연구를 참고하여 강한 리더십은 비 련 행동 5문항

-솔선수범 행동 5문항-임 워링 행동 5문항으로 15문항, 

학습동기는 학습지향성 5문항-과제가치 4문항-자기효능

감 6문항으로 15문항, 학습조직 구축수 은 자아완성 4

문항-시스템사고 5문항- 학습 4문항-사고모형 3문항-

비 공유 4문항으로 20문항, 인구학  특성 7문항 총 57

문항으로 구성하여 주요 변인을 5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 으며 변수의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14, 17, 18].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Charismatic 

Leadership

Leadership that leader presents vision for 

success, put himself into action, and makes 

staffs empowered and support the leader.

Motivation to Learn
Origin of power that learners study hard to 

achieve their learning goal

Level of Building 

Learning 

Organization

Level of development of Learning Organization 

that consistently seeking transformation on 

whole organization by promoting learning 

activities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본 연구를 해 조사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Cronbach’s Alpha값을 구하고,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 다. 상 계분

석으로 구성개념 간 상 계를 분석하 으며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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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강한 리더십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향과 이때 학

습조직 구축수 의 조 효과를 분석하 다. 

5.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장 근무연수, 총 

직장경력, 직 , 직무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ategories N %

Gender
Male 18 27.3

Female 48 72.7

Age

20s 10 15.2

30s 8 12.1

40s 8 12.1

50s 14 21.2

> 60s 26 39.4

Education

< High School 52 78.8

Junior College 4 6.1

University 8 12.1

Graduate School 2 3.0

Continuous Service 

Yyear

< 1 14 21.2

1 - 3 6 9.1

3 -5 16 24.2

5 -10 22 33.3

> 10 8 12.1

Career

< 3 10 15.2

3 -5 16 24.2

5 - 10 14 21.2

10 - 20 18 27.3

> 20 8 12.1

Position

Staff 48 72.7

Manager 10 15.2

> Section Chief 8 12.1

Job
Production 52 78.8

Non-production 14 21.2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5.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계수가 모두 0.6 이상

으로 내 일 성을 보 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합

도가 낮은 설문문항을 제거하여 재분석한 결과 모든 요

인이 올바르게 재되었으며 강한 리더십과 학습동기의 

하  요인 모두 Eigen값이 2 이상, 분산의  설명력이 

각각 리더십 71.184%, 학습동기 68.638%로 모형이 분석

에 합하게 나타났다.

Variable
Cronbach’s 

Alpha

Eigen

value 

% of 

Variance

Charismatic 

Leadership

Vision-related .845 3.406 28.381

Personal .855 2.667 22.227

Empowering .804 2.469 20.576

Motivation 

to Learn

Task Value .836 2.753 25.027

Learning Efficacy .784 2.485 22.589

Learning Orientation .797 2.312 21.022

<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Kaiser-Meyer-Olkin 

(KMO) 측도가 리더십 .727, 학습동기 .722로 비교  높

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이 p=.000의 유의

확률을 보여 모형이 합한 타당도를 보 다.

5.3 상관관계분석

상 계분석 결과 솔선수범행동-과제가치, 임 워링

행동-학습지향성/과제가치를 제외한 변수는 모두 유의

한 상 성을 보 으며, 변수 간 상 계수는 0.2 이상 0.7 

미만으로 보통 수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M SD
Correlation

a b c d e f

Vision-related

Behaviors(a)
3.82 .602 1

Personal

Behaviors(b)
3.99 .641 .642** 1

Empowering

Behaviors(c)
3.92 .667 .479

**
.489

**
1

Learning 

Orientation(d)
4.01 .632 .280* .298* .107 1

Task 

Value(e)
3.93 .586 .365** .227 .196 .459** 1

Learning 

Efficacy(f)
3.67 .503 .310

*
.348

**
.355

**
.342

**
.307

*
1

*p<.05, **p<.01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5.4 회귀분석

회귀분석 결과 유의확률 p=.000 수 에서 강한 리더십

이 학습동기에 정(+)의 향을 미쳤으며 F=14.122, β

=.425의 향력을 보 다. 

세부 요인별 다 회귀분석 결과 강한 리더십의 비

련 행동 요인이 학습동기의 과제가치 요인에 유일하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64, p<.05,).

한 모든 회귀식에서 VIF(분상팽창계수)가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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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Independent Dependant β t R2 F

Charismatic 

Leadership

Motivation 

to Learn
.425 3.758*** .181 14.122***

***p<.001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Dependant β t R2 F VIF

Vision-related
Learning 

Orientation

.175 1.086

.107 2.487

1.811

Personal .228 1.403 1.834

Empowering -.088 -.620 1.399

Vision-related

Task Value

.364 2.290*

.134 3.207*
1.811

Personal -.022 -.137 1.834

Empowering .032 .230 1.399

Vision-related
Learning 

Efficacy

.084 .542

.170 4.226**
1.811

Personal .184 1.176 1.834

Empowering .224 1.636 1.399

*p<.05, **p<.01

<Table 6>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5.5 조절효과분석 

강한 리더십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향에 한 학습

조직 구축수 의 조 효과 분석결과 3단계에서 R2의 변

화량이 유의하게 증가함으로써 조 효과가 확인되었다.

Step Independent R R2 Revised R2 ∆R2 ∆F

1
Charismatic

Leadership

x

 Level of 

Building 

Learning 

Organization

.425 .181
***

.168 .181 14.122

2 .562 .316*** .294 .135 12.423

3 .664 .441
***

.414 .125 13.921

1 Charismatic

Leadership

x

Personal 

Mastery

.425 .181*** .168 .181 14.122

2 .620 .384*** .365 .204 20.836

3 .673 .453
***

.426 .069 7.773

1 Charismatic

Leadership

x

Team 

Learning

.425 .181*** .168 .181 14.122

2 .512 .262** .239 .082 6.971

3 .645 .416*** .388 .154 1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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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Analysis

세부 요인별 조 작용 분석결과 5개 요인  자아완성

과 학습 요인은 강한 리더십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향에 한 조 효과를 보 으며 나머지 시스템사고, 사

고모형, 비 공유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강한 리더십은 학습조직 구축수 에 따라 학습동

기에 더 큰 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리더의 강한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 동기에 미

치는 향과 이 때 학습조직 구축수 의 조 효과를 검

증하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사의 강한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동

기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쳤으며, 강한 리더십의 구

성요인  비 련 행동이 학습동기의 구성요인인 과제

가치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

습조직화 사업에서의 강한 리더십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정 인 향을 확인하 다. 

둘째, 학습조직 구축수 에 따라 강한 리더십이 학습

동기에 미치는 향이 달라지는 조 효과가 검증되었으

며, 학습조직 구축수  구성요인  자아완성과 학습

의 조 작용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한정된 표본으로 인해 다소 한계 을 가지

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기간과 학습조직화 구축수   학습형태가 다양한 기업

을 상으로 학습 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고 실제 기업의 

경 성과지표로 연계되는지 실증 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습조직화 사업에서의 강한 리더십이 학

습활동에 참여하는 조직원들의 학습동기에 정 인 

향을 미치며, 학습조직 구축수 이 그 효과를 조 함을 

밝힘으로써 성공 인 학습조직 활동을 운 하는 데 요

한 요소와 그 향 계를 검증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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