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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에 는 산지역 MBA 과정을 다니는 직장인  그들의 동료들  406 을 연  상으로 조직몰

입이 가장적 리 십  조직 동일시에 의하여 결정 다는 것을 함으로  한  업에 의 가장적 리 십의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위하여 본 연 는 가장적 리 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과 가장적 리 십과 조직몰입 

계에  조직 동일시의 매개효과  검 하 다. 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적 리 십의 인 에 

위주의는 조직몰입과 유의하지 않으  자비심은 가치적 몰입에 정(+)의 향, 도 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째, 가장적 리 십은 조직 동일시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째, 가장

적 리 십과 조직몰입의 계에  조직 동일시는 도 과 조직몰입 간의 계  매개하 으나 자비심과 근 적 몰

입 간의 계에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 결과  탕으로 시사점과 연 의 한계점을 의하 다.

주제어 : 가장적 리 십, 조직몰입, 조직 동일시, 위주의, 자비심, 도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gard paternalistic leadership as research object, introduces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s intermediary variable to find out th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using a sample of 406 employees 

from enterprises. Results showed that first, authoritarianism had no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le 

benevolence and morality related positively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paternalistic leadership had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Thir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vol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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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세계화가 속히 진 되고 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됨으로써 경 환경의 불확실성은 극 화 되고 있

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해서

경 조직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고 종

업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리

더십이 필요하다.

경 이론에서 문화 환경의 변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변화를 야기한다[1]. 리더십 연구는 경 학의 등장과

함께 지속 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의 근본 인 뿌리

는 서양 문화권의사회, 경제, 문화 인배경을 토 로 발

해 왔다. 이와 같은 리더십 이론을 동양 문화권에서 직

으로 용시키면 정반 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2]. 이러한 에서 가장 리더십은 동양 문화권 배경

하의 특유한 리더십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다양한 학자들은[3,4] 실증연구를 통해서 가장 리더

십이 국기업 조직에서 범 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했다. 비야디(BYD) 자동차의 회장 왕촨푸(王傳

福), 하이얼(Haier)그룹 CEO 장루이민(張瑞敏), 노보

(Lenovo)의 회장 류촨즈(柳傳志), 화웨이(華爲)그룹의 회

장 런정페이(任正非) 등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국

통 리더십으로 기업경 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 때문에 앞에 언 한 기업들은 지속 인

신과 시장가치의 성장으로 각 산업의 모범이 되고 있

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성과에 한 가장 리더십

의 향이 일 이지는 않으며, 완 히 상반된 결과도

있다[5,6].

한편, 가장 리더십에 한 연구는 동양 문화권에 있

는 국이나, 일본 등을 상으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나, 지리 으로 인 하고 동일 문화권에 있는

한국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 주

된 이유는 부분 학자들이 가장 리더십을 단순히 권

주의 이고 소극 인 가부장 리더십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 한국에서는 료주의 조직문화를 상

으로 한 연구에서 권 주의는 조직몰입에 직 인 향

을 미치지 못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가장 리더

십에 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 다. 그러나 최근 권

주의를 탈피한 가장 리더십에 한 새로운 의 연

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지만 한

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며 국은 사회주의이기에 가장

리더십의 유효성이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상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동양 문화권

에 특유한 리더십인 의 가장 리더십의 유

효성이 한국의 기업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악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여 조직의 가치를 인정하게 하

며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는 것은 조직공동목표를 달성을

한 리더로서의 기본 인 책임이자 의무이다[7]. 하지만

다양한 거시 인 요인에 의해서 경 층이 종업원에 하

여 강한 기 를 하게 되고, 이는 그들에게 압력으로 작용

하여 조직에 한 귀속감과 동일감은 더욱 약해질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리더십과 조직 동일시, 조직

몰입 간의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부 인 연구목 을 설정하 다. 첫째, 선행연구를 토

로 가장 리더십이 무엇인가, 는 가장 리더십과 조

직몰입 간의 연 성이 있는지, 특히, 다차원 가장 리더

십과 다차원 조직몰입과의 계를 연구하려고 한다. 둘

째, 가장 리더십이 조직 동일시와의 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마지막, 실증분석을 통하여 가장 리더십과 조

직몰입 간에 변수로서의 조직 동일시의 역할을 검증하고

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통 인 동양 문화권 있는 유교사

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가장 리더십이 종업원의 애착

심과 충성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고,

한 종업원의 조직과의 일체감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향

이 있는지를 악함으로써 실무 이론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경  연 가  

2.1 가장적 리 십과 조직몰입

리더십에 한 연구는 20 세기 부터 이루어져 성숙

한 편이지만 그에 한 정의는 학자들의 이나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 으로는 사

회 향력의 한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1980년 가치

가 인정되고 있는 리더십 근들로서 카리스마 리더십,

변 리더십이나 거래 리더십이 주요 연구 상을 두

면서 리더십과 조직 효과성나 직무만족 간의 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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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트 드에 이르고 있으며[8], 21세기에 들어와 주

요 리더십 연구들은 진정리더십과 팔로어의 태도 행동

간의 연구[9], 서번트 리더십과 태도 행동과의 계[10],

임 워링 리더십과 태도와의 계[11], 윤리 리더십과

행동 간의 연구[12]등을 살펴보면 리더십은 행동나 태도

와 한 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리더십은 인 향력과 권력 불평등으로

서양 문화권에서 오히려 비 을 받고 있으나[13], 서양

문화권에서 리더가 민주와 참여를 통하여 종업원을 리

하는 반면,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국에서는 민주 리

더십 신에 권 이고 과감한 리더십이 더 합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14].

가장 리더십은 ‘ 계 인 계에 있어서 리더가 종

업원에게 엄격한 규율과 권 , 부모처럼 자애로운 인도

주의 높은 덕성을 겸비하는 스타일’이다[3]. 그에 따른

세부 인 구성요인으로 권 주의, 자비심, 도덕성으로 구

성되어 있다[4]. 가장 문화환경에서 권 주의 인 리더

는 자신의 리 범 내의 사람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

을 의무로 간주하여 이러한 보호의 가로 그들의 충성

과 존 을 기 한다[15]. 뿐만 아니라 권 주의 리더는

표정변화 숨기기, 거리유지 등 행동을 통해 종업원의 경

외심, 부끄러움 등의 행동을 요구한다[3]. 자비심은 리더

가 종업원의 개인이나 가족 웰빙에 한 개별 이고

체 인 심 행동을 의미한다[6,16]. 가장 리더는 종업

원의 복리후생에 을 맞춰 사 인 부분까지 여하고

신경을 써 으로써 종업원들의 개인 존 과 헌신을 기

하게 된다[17]. 한편, 서양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개인

심은 사생활 침해하거나 사 인 계를 이용해 노동을

착취하려는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13]. 도덕 인 리더는

높은 수 의 도덕 행동, 자기 훈육, 비이기 인 태도를

통해 종업원을 거슬리는 모범과 은사 역할을 한다[3, 6].

국 조직환경은 계 이 분명하고 리더가 종업원의 권

를 세우기에 의도 인 숨김을 보이며, 이런 권 는

으로 복종해야 하는 효력이 있어 무시할 수 없다[18].

종업원이 충성하는 이유는 리더와 사이좋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리더가 능력과 품행이 있기 때문이며, 만약에 리

더가 권 성이 없으면 종업원이 극 인 직무태도를 갖

지 못해 사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19].

가장 리더십은 동양 문화권에 보편 으로 존재하는

리더십으로써 최근에 들어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한

향에 한 연구가 많아졌다. 조직몰입은 최근에 들어

조직행동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1960년 부터 지

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왔지만 보편화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는 실정이다. 조직몰입에 한 측정은 유

럽에서 구성 타당도가 있지만, 학자들은 조직몰입의 문

화일반성 구조를 도입할 때 문화내부 근 요인을 고

려할 필요성이 있어 동아시아에서의 조직몰입 요인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시하 다[20]. 조직몰입은 개인과 조

직의 계에서 분리된 심리 실체를 의미한 것으로[21],

어떤 시 에서 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맹세나 약속을

의미하는 태도 혹은 행 표출로 간주될 수 있다

[22]. 이러한 에서 종업원이 조직의 가치를 인정하고

조직 목표를 내재화하는 태도를 가치 몰입으로, 조직

에서 남아있고자 하는 행동을 근속 몰입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가장 리더십과 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권 주

의 인 리더는 종업원들의 반항심을 일으키며 그들의 직

무에 몰입하려는 욕구를 감소시키며[23], 이로 인한 종업

원의 조직기반 자존감이 약해지지만, 자비심이 강해짐으

로 이런 부정 인 계를 감소시킬 수 있다[24]. 가장

리더십은 독창성 내 통제소재에 부정 향이 있

음으로 낮은 자율성을 보이고[4], 이로 인해 종업원의 분

노 정서를 불러내어 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이 있다

[25]. 도덕성이 높은 리더 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비교 충성심이 깊고 조직시민행동에 더 극 으로 참

여하려는 경향이 있다[5].

리더의 권 주의, 자비심과 도덕성이 종업원의 반응에

극 인 향이 있어 종업원의 권 지향성이 가장 리

더십의 효과성을 조 할 수 있다고 한다[6]. 윤리 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을 보여주고 종업원의 모범이 되는 리

더는 조직의 윤리 인 차와 정책에 한 심리 으로

의미있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조직에 한 종업원의 가치 인 몰입에 향을 수 있

다[26]. 한 사회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조직에 한 의

존성이 높은 수 의 종업원이 자신의 목표 달성, 는 리

더의 심과 공정한 우를 얻기 해 직무에 매진하여

더 많은 충성도를 보이는 것을 밝혔다[27].

종업원이 조직을 떠남으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기 때

문에 권 주의는 정서 몰입보다 근속 몰입에 더

한 향이 있다[28]. 종업원들이 자신을 배려해주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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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를 선호하지만 조작되거나 규칙에 입각한 방식으로 돌

보이는 것을 싫어하고[26], 가장 리더십의 권 주의가

인 복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소외

감과 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27]. 이러한 논의에

기 하여, 본 연구는 권 주의가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

의 조직몰입이 낮아지고, 자비심과 도덕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질 것으로 측하 으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가장 리더십은조직몰입에 향을미칠것이다.

가설1a. 권 주의는 가치 몰입에 부(-)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b. 자비심은 가치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c. 도덕성은 가치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d. 권 주의는 근속 몰입에 부(-)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e. 자비심은 근속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f. 도덕성은 근속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가장적 리 십과 조직 동일시

조직 동일시는 종업원이 조직 특징에 한 정의를 자

기 컨셉(self-concept)하는 데에 용하는 심리 애착의

한 형태이다[29]. 인간의 본질 인 내면을 표 하는 자기

컨셉에서 조직 동일시는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 사회정

체성 이론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하여 자 심과 사

회 지 가 높게 인식될수록 조직 동일시가 높게 나타

난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소속된 조직과 다른 조직을

비교 평가하여 자신의 행동 의도가 그 향을 받게된

다[30].

개인이 조직과 동일시하게 되면 그 조직에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조직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구별하지

않으며, 조직의 략, 가치 을 인정하지 않아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기 컨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한 해답을 얻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속되

어 있는 집단의 특성을 활용하게 된다[31]. 즉, 조직 동일

시는 한 개인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을 자신의 일

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요한 생활 기반으로 인식함으

로써 그 조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 이 되

며 그들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리더십은 조직 동일시의 향상에 있어서 요

한 역할을 한다. 권 지향성이 높은 종업원들이 리더의

권 주의를 정 으로 인식하여 리더의 행동을 모방하

거나 수하는 경향이 있다[6, 25]. 종업원이 리더에 한

신뢰 는 존경을 유지한다면 리더의 권 주의를 아버지

다운 자비심의 역할로 인식한다[4].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건소 종업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임무나 업무환경

에 한 인식도가 보건소의 기능활성화에 향이 있다고

나타났다[32].

조직이 경 정책이나 의사결정 사항을 종업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면 종업원이 조직의 정보를 계속 할수

록 자신이 조직에서 가치 있는 일원이라고 범주화하게

된다[33]. 리더가 명확한 비 을 세워 다면 종업원들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더 극 인 효과가 있으며,

가장 리더십은 종업원에 한 개인 인 사랑과 가장다

운 배려 엄격한 코칭을 통해 종업원이직무에 한

정 인 태도를 갖게 한다[23]. 이러한 태도가 조직 체로

확장되면 조직 동일시가 높아질 것이다. 특히, 리더의 배

려는 종업원의 감정 인 애착을 강하게 하고 소속한 조

직에 하여 동일시를 지각하게 한다. 진성리더십은 리

더의 높은 개인 도덕성, 정직과 성실의을 통해 종업원

이 리더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조직에 속하는 것에 자부

심을 갖게 한다[9]. 윤리 리더의 높은 도덕성은 종업원

의 정체성의 상징화와 내재화에 정의 향을 미친다[12].

이러한 논의를 기 하여, 본 연구는 가장 리더십이 종

업원들의 조직 동일시에 정(+)의 향이 미칠 것으로

측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2. 가장 리더십은 조직동일시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2.3 조직 동일시의 매개효과 

조직 동일시는 개인의 을 조직의 으로 확장

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종업원이 조직을 하여 희생하

려는 마음과 조직을 신에 더 많은 노력을 하려는 생각

이 생기게 하 다. 실증연구 결과로 조직 동일시가 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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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부하기, 친척과 이웃에게 입학 권유하기와 같은 자

발 조직 지원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 다

[34]. 종업원의 자기 정체성과 조직 정체성 간의 일치감

이 형성되면 자연 으로 조직의 발 을 하여 지원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리더는 개인 이거나 보편 인 사랑을 통하여 종업원

이 조직에 한 동일시 인식을 갖게 하며 나아가 종업원

이 이러한 좋은 리더가 다른 데에 가도 더없을 것이라고

인식하여 이직행동이 어들고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

[28].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리더십은 종업원의 조직과

의 결합정도에 극 인 향을 주고 더 나아가 조직에

한 보호심과 지키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으로 측되

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3. 조직 동일시는 가장 리더십과 조직몰입 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3a. 조직 일시는 가장 리더십과 가치 몰입 간

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3b. 조직 일시는 가장 리더십과 근속 몰입 간

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

3.1 연 상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지는 2016년 3월 24일～ 4월 26일까지 배포 회수

되었다. 부산에 있는 A 학교 MBA 과정의 직장인

그들의 동료들을 상으로 총 406부의 설문지가 배포되

어, 36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89.7%의회수율을 보

다. 이 64부의 설문을 제외한 300부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을 한 자료로 사용하 다. 표본의 인구통계학

분포는 다음 <Table 1>과 같다.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모두 선행연구에서 타당성

과 신뢰성이 확인된 도구를 활용하 고, 각 요인은 리커

트 방식의 5 척도(1= 아니다, 5=매우 그 다)로 구

성되었다. 설문지는 가장 리더십, 조직몰입, 조직 동일

시 인구통계학 설문 5 부분으로 구성하고 요인별로

사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3.2.1 가장적 리 십

가장 리더십은 규칙이나 권 를 갖는 동시에 아버

지다운 자애로움과 청렴한 도덕 인 모범을 겸비하는 리

더십으로 정의하고자 한다[3]. 본 연구는 Cheng(1995),

Farh & Cheng(2000)이 개발한 PLS척도(paternalistic

leadership scale) 요인부하량 값이 높은 권 주의 8문항

(α=.830), 자비심 11 문항(α=.837), 도덕성 5 문항(α=.869)

총 24 개의 문항을 이용하 다.

3.2.2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 가치를 인정하고 강력하

게 수용하며 조직에 남아 있고자 하는 욕망으로 정의하

으며, 가치 몰입과 근속 몰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Angle & Perry(1981)가 개발한 12개의 설문문항을 이용

하여 가치 몰입(α=.818)과 근속 몰입(α=.688) 측정하

다.

3.2.3 조직 동일시

조직 동일시는 개인이 조직의 일원의 에서 자기

컨셉하고 조직과의 하나됨이라는 지각으로 정의하여

[35], Mael & Ashoforth(1992)의 조직 동일시 6 개의 설

문문항(α=.883)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Categories N Persentage

Gender
male 201 67.0%

famale 99 33.0%

Age

20-30 16 5.3%

31-40 177 59%

41-50 84 28%

51- 23 7.6%

<Table 1> Stucture of sample

Education

collagel graduate 25 8.3%

uviversity graduate 190 63.3%

graduate school 85 28.3

Position

staff 111 37.0%

assistant manager 60 20.0%

section chief 78 26.0%

senior manager 44 14.7%

general manager 7 2.3%

Tenure

-1 36 12%

1-3 72 24%

3-5 30 10%

5-10 73 24.3%

10- 89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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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가  검정

4.1 상 계

모든 변수에 한 기술 통계와 Cronbach의 α 계수와

변수 간의 상 계수가 <Table 2>에 제시되었다. 게의

변수들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Authoritarianism .040 .092 .098 .060 .088 (.830)

Benevolence -.072 -.036 .050 -.043 -.067 -.214** (.837)

Morality -.076 -.027 -.045 .043 -.013 -.188** .410** (.869)

OI -.004 .048 -.056 -.022 -.003 .034 .296** .264** (.883)

VC -.072 .096 -.025 .054 .055 -.127* .423** .388** .620** (.818)

CTS -.142* .196** -.030 .215** .307** .053 .106 .222** .221** .327** (.688)

Means 1.32 2.38 3.2 2.25 3.36 3.116 3.372 3.822 3.952 3.713 3.465

Standard Deviation 0.496 0.715 0.573 1.169 1.425 0.836 0.771 0.858 0.746 0.817 0.837

Note: N= 300. *p<.05, **p<.01, *** p ˂ 0.001

OI=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VC=value commitment, CTS=commitment to stay;

Reliability coefficients appear along the diagonal.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correlations

OC(VC) OC(CTS)

M1 M2 M3 M1 M2 M3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Gender -.087 -1.324 -.025 -.426 -.031 -.627 -.064 -1.035 -.048 -.796 -.054 -.911

Age .096 1.368 .111 1.788 .074 1.442 .051 .768 .052 .800 .041 .637

Education -.029 -.470 -.022 -.413 -.009 -.210 -.025 -.440 -.025 -.463 -.013 -.243

Position .051 .640 .029 .418 .042 .728 .006 .076 -.009 -.129 -.002 -.031

Tenure -.031 -.338 -.019 -.231 -.021 -.309 .255 3.276 ** .268 3.528*** .267 3.554***

Authoritarianism -.012 -.217 -.078 -1.741 .075 1.342 .055 .982

Benevolence .307 5.361*** .182 3.751*** .059 .974 .017 .275

Morality .258 4.574*** .156 3.278** .214 3.586*** .183 3.063**

OI .523 11.570*** .165 2.884**

F 1.381 9.871 25.269 5.795 6.270 6.617

R² .032 .255 .491 .106 .163 .186

△R² .009 .229 .472 .088 .137 .158

Note: N= 300. *p<.05, **p<.01, *** p ˂ 0.001

OI=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VC=value commitment, CTS=commitment to stay

<Table 4>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 

OC(VC) OC(CTS) OI

M1 M2 M1 M2 M1 M2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Gender -.087 -1.324 -.025 -.426 -.064 -1.035 -.048 -.796 -.025 -.371 .010 .165

Age .096 1.368 .111 1.788 .051 .768 .052 .800 .072 1.008 .071 1.052

Education -.029 -.470 -.022 -.413 -.025 -.440 -.025 -.463 -.014 -.226 -.025 -.424

Position .051 .640 .029 .418 .006 .076 -.009 -.129 -.012 -.153 -.025 -.328

Tenure -.031 -.338 -.019 -.231 .255 3.276 ** .268 3.528*** -.010 -.114 .004 .044

Authoritarianism -.012 -.217 .075 1.342 .126 2.194*

Benevolence .307 5.361*** .059 .974 .238 3.865***

Morality .258 4.574*** .214 3.586*** .196 3.219*

F 1.381 9.871 5.795 6.270 0.369 4.482

R² .032 .255 .106 .163 .009 .134

△R² .009 .229 .088 .137 -.015 .104

Note: N= 300. *p<.05, **p<.01, *** p ˂ 0.001

OI=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VC=value commitment, CTS=commitment to stay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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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동일시가 권 주의와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4.2 가  검정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해 앞서 시행한 분석을 바탕

으로 SPSS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4.2.1 조직몰입

가설 1의 검정결과, 종속변수에 통제변수와 가장 리

더십과 같이 투입하면 R2=0.255로 25.5%의 설명력을 가

지고 있었다. 가장 리더십 요인별로 보면 권 주의(β

=-0.12)가 가치 몰입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자비심(β=0.307, p<.001), 도덕성(β=0.258, p<.01)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권 주의(β=0.075)와

자비심(β=0.059)은 근속 몰입과 요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으며, 도덕성(β=0.214, p<.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1b, 1c, 1f는 지지되었고, 가설 1a,

1d, 1e는 기각되었다.(<Table 3>참조).

4.2.2 가장적 리 십과 조직 동일시의 계 

통제 변수와 조직 동일시의 R2=0.009로 0.9%의 설명

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리더십을 통제변수와 함께 투

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가 0.134로 13.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체모형 합도 F값은

4.482(p=.000)이다. 가정 리더십의 구성요인을 보면 권

주의(β=0.126, p<.05), 자비심(β=0.238, p<.001), 도덕성

(β=0.196, p=.001) 요인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Table 3>

참조).

4.2.3 조직 동일시의 매개효과 검정 

매개효과를 테스트하기 해 Baron과 Kenny의 3 단

계 방법을 이용하 다. 가장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향 계에서 조직 동일시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가설 3a를 검정한 결과, 모델 Ⅱ

에서 가장 리더십과 가치 몰입 간의 계에서 권

주의(β=-0.12, p=.828)는 유의하지 않으며, 자비심(β

=0.307, p<.001), 도덕성(β=0.258, p<.001)요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를 포함한 모델Ⅲ을 보면 설

명력 R2=0.255에서 0.491까지 23.6% 상승한 결과로 보

다. 모델Ⅱ에서 가장 리더십과 근속 몰입의 계에

서 권 주의와 자비심이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β=0.183, p<.001)요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를 포함한 모델Ⅲ을 보면 설

명력 R2가 0.163에서 0.186까지 2% 상승한 것으로 보인

다.

5. 결론  시사점

본 연구는 부산지역 직장인을 상으로 가장 리더

십이 조직몰입과의 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다양한 가설들을 설

정하 으며, 가설의 검증 방법으로 통계 방법을 통하

여 검증하 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조사결과를 도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의 권 인 행동이 종업원의 조직과 같은

가치 을 가지는 마음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종업원의

잔류의식과 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몰입은

조직과 이나 비 인 거래 계를 제조건이

있으므로 리더의 권 인 행동과의 련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임시직 계약직으로 정규직을 체하는 조직 구

조 조정과 함께 축소 아웃소싱이 증가하면 사기가 낮

아지고 동기 부여가 어들며 조직에 한 충성도가 낮

아질 수 있다[4]. 가정 리더십은 부성(父性)의 특성이

강한 리더십으로서 종업원에게 아버지의 역할로 존재함

으로써 종업원들이 직무스트 스를 덜 받아서 정신건강

을 유지하게 되며[35], 엄격한 교훈과 청렴한 품행을 통

해 종업원들을 자신을 컨셉하는 데에 조직과 동일한 운

명체로 여기게 된다.

마지막, 본 연구는 두 가지 상치 못한 결과, 즉, 조직

동일시는 자비심과 근속 몰입 간의 계에서 매개효과

가 없는 것 권 주의는 조직동일시에 정 인 향이

있으나 조직 몰입과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해

다음 몇 가지 설명과 시사 을 제시하 다.

우선, 조직동일시는 자비심과 근속 몰입 간의 계

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은 조직몰입의 성질과 련이

있다. 국인의 사상은 인간 계에 깊게 뿌리를 내림에



가장적 리 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 조직 동일시의 매개효과  심으로 -

15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Feb; 15(2): 145-154

따라[2], 자애로운 리더는 종업원들과의 조화 유지하는

데에 극 으로 자극이 되지만 종업원들의 감정 인 애

착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종업원들은 조직

자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리더와 감정 으로 연결되

고 헌신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가하기 때문이다.

가장 리더십의 권 주의는 가치 몰입과 근속

몰입 사이의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에 한 해석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권 주의는 종업원의 불만과 두려움,

분노 등과 같은 부정 인 감정을 래할 수 있지만[25],

조직몰입은 권 주의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 리더들은 종업원들의 조직과의 일체감을 향상

시키기 해 가족과 같은 분 기에서 개인 인 배려 등

을 통하여 자비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리더는 자신의

도덕 행동을 키워서 종업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종업원의 이직률 감소시키고 조직에 립 정서를 제거할

수 있도록 리더의 권 독재 인 행동을 조심하여

당한 수 을 악해야 한다.

6. 한계점  향후의 연 향

본 연구의 이론 , 실무 인 시사 과 더불어 몇 가지

한계 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측정도구에 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의 측정도구는 국, 만의 선행연구를 번안한 것이

다. 한국의 환경에서는 가장 리더십에 한 문헌 연

구나 경험 연구가 부족하여 가장 리더십의 유효성에

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실증

연구의 표집 상과 련된 한계로 한국의 직장인들의

근무연수가 불균형한 편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

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리더의 리더십에 익

숙해져 권 성에 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마지막,

본 연구는 일반화의 문제 을 앉고 있다. 가장 리더십

의 뿌리는 통 인 동양의 유교 문화 환경에서 기원한

다. 따라서 그 동안 가장 리더십에 한 선행연구들은

가족 심의 소매 이나 단순기술기업 등 동양 문화권에

서 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도 일반화 문제를 근거로 하

여 다양한 조직문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장 리더십이 조직몰입과의 계에서

조직 동일시의 매개효과를 검정하 으나 향후의 연구에

서는 입 이나 임 워링의 조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한, 선행연구들보면 가장 리더십의하 요인

에 권 주의에 한 연구결과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권

주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독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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