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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방부(2015)에 의하면, 2015년 군에 입 한 병사들을 상으로  ‘군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359,059명 
 49,328명(13.6%)이 ‘ 심군’  ‘ 험군’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병사들이 군 조직에 잘 응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개별 으로 합한 정신  지원  문  상담이 가능한 변  리더십을 통하여 
사고 방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3야 군사령부 하부 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사 350명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군 지휘 의 변  리더십은 병사들의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나 직무만족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  리더십은 병사들의 심리  행복감에 정  향을 
미치고, 심리  행복감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심리  행복
감은 변  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 조직에서 병사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데 심리  행복감이 요하고, 

군 지휘 의 변  리더십이 병사들의 심리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조직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즉, 군 조직 내 사고 방을 해서는 병사들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높이에 맞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 중심어 :∣변혁적 리더십∣심리적 행복감∣직무만족∣조직몰입∣
Abstrac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defence(2015), 49.329(13.6%) of 359,059 in results of the 
personality test for the korean enlist military in 2015 were exposed. in “the preventive group”and 
“the risk group”. This study tried to search through the adaptation strategy on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order to adjust well in the military organization for them. For this, 
conducted a survey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with 350 soldiers of 3 Field headquaters. 
The result, Military command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got a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but not the job satisfacti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got a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job 
satisfaction. Also, The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ed a relation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job 
satisfaction.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job satisfaction to soldiers in a military organization. Also, This 
suggests that the military command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an be very important 
factors to improv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to soldiers in a militar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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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군은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이후 보호 심병사에 

한 리방안과 지휘 의 리더십에 해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임병장은 자 에 입 후 인성검사에서 A

 심병사로 선정되어 리 해 왔지만 지휘 이 임병

장 주 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 로 악하지 못하여 사

고를 방하지 못했던 것이다. 보호 심병사는 인성검

사와 지휘 의 상담 등을 통해 군 생활 응이 어려울 

것이라 단되는 병사와 심리 으로 불안정한 병사를 

말한다. 재 육군에서는 자살 우려  사고유발 고

험자, 구타  가혹행 가 우려되는 병사 등을 보호

심병사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심병사는 지휘

에 의해 각별한 리가 요구되나, 지휘 의 지휘방법

에 따라 보호 심병사의 리상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한 책이 필요하다.

국방부(2015)에서 제시한 인성검사 결과 자료[1]에 

의하면 체 검사 인원 359,059명 에서 ‘ 심군’으로 

분류된 병사는 40,389명(11.2%)이고, ‘ 험군’으로 분류

된 병사는 8,939명(2.4%)이다. 여기서 ‘ 심군’이란 군 

생활에 잘 응하지 못하거나 사고 유발 확률이 높지만 

지휘 과 우들의 도움이 있으면 잘 응할 수 있는 

병사를 말한다. 그리고 ‘ 험군’이란 즉각 으로 문가

의 지원  도움이 필요한 병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병

사들에게 개별 으로 합한 정신  지원  문 인 

상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휘 은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

에 병사들에게 개별 인 지원  부 의 문화 형성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 그러나 다수의 지휘 들이 병

사들에게 심리  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군 조직에서 성공 인 리더십은 군

의 존재 목 에 부합하도록 구성원을 리하고 운용하

는 것이다[2]. 따라서 지휘 은 각각의 병사들에 한 

개별 인 지원과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변  리더십 

훈련이 필요하다. 변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정서

와 가치 , 윤리, 행동규범, 장기 목표를 변 시키는 과

정[3]으로 강요된 복종이나 교환  계가 아니라, 구성

원 스스로가 이익을 월하여 상 욕구를 충족할 수 있

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휘 은 조직 구

성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별  심을 기울이는 동시

에 각자 가지고 있는 욕구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 구성원이 잠재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

여 시켜야 한다. 한 변  리더십을 통하여 조직구

성원이 심리  행복감을 경험하게 하여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군 조직에 더 몰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심리  행복감은 행복, 응, 삶의 질 등 다양한 용어

로 사용되고 있으며, 심리  행복감의 척도로 자아수용, 

정  인 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 , 개인

 성장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4]. 즉, 심리  행복감이 

높은 삶이란 자기를 있는 그 로 수용하고, 정  

인 계를 지속 으로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삶이다. 한 주 환경에 한 통제력

이 있고, 삶의 목 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 시

키려는 삶이다[5]. 따라서 지휘 은 병사들이 심리  행

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직무와 군 생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군 조직에서 병사들

이 심리  행복감을 경험할 때 정 인 인 계와 

워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  행복감은 병사들

의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군 지휘 의 변  리더십

이 병사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변  리더십이 병사들의 심리  

행복감을 향상시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정  

향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변혁적 리더십과 병사의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의 관계

요즘 군에 입 하는 병사들은 비교  풍요롭고, 자유 

분망한 환경에서 성장한 병사들 이다. 이러한 병사들의 

특징은 합리 이면서 자신의 가치에 부합되는 일은 

극 이지만 자기 심  사고와 인내심  단체성이 약

하다[6]. 따라서 각  지휘 들은 요즘 병사들의 특성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10112

고려한 변  리더십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변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의 각각 다른 동기유

발 수 을 고양시켜 원 한 목표달성 의식을 고취시키

는 것”으로 변  리더는 가치와 인격의 힘에 의해 구

성원들의 기 와 인지, 동기를 공동의 목표로 향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 다[7]. 그리고 변  특성이 높은 리

더가 그 지 않은 리더에 비해 부하들의 조직몰입수

을 더 높게 형성시킨다고 하 다[8]. 조직몰입이란 개인

이 조직의 가치 과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직의 목표  가치 과 련하여 자신의 역할에 몰두

하는 충성심으로[9] Bycio 등(1995)은 간호사를 상으

로 한 연구에서 변  리더십이 감정  몰입과 정(+)

의 상 계를 가진다고 하 다[10]. Shamir 등(1993)

은 변  리더십이 리더와 부하들에게 공통의 비 과 

임무를 제공하고 월 인 목표에 한 구성원들의 몰

입수 을 향상시킨다고 하 으며[11], 이창호 등(2009)

도 변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과의 계

에서 변  리더십의 하 요인 모두가 유의한 설명력

과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12]. 

한 김승주(2011) 등은 상 자의 변  리더십  비

제시와 지 자극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하 다[13].

직무만족이란 조직구성원이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진하는 것으로 개인이 직무평가로부터 얻어지는 유쾌

한 감정 는 지향성이다[14]. 이러한 직무만족의 정도

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한 

응력에 향을 주며, 성과를 측하는 요한 지표가 

된다[15]. Bass(1985)는 미 육군 장교  기업체의 감독

자를 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부하에 의해 변  리

더십이 높게 지각된 리더가 유효성도 높게 평가받음을 

입증하 으며[16], 변  리더십과 부하의 리더에 

한 만족도 간의 정(+) 인 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

고 많은 연구에서 변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17][18] 하 지만 권일상(2005)의 

연구에서는 변  리더십의 하 요소  지 자극과 

개별  배려는 부하의 직무만족에 유의 인 향을 미

치나 카리스마는 유의성이 없다고 하 다[19].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 로, 본 연구에서는 변  

리더십과 병사의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련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변  리더십은 병사의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변  리더십은 병사의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 변혁적 리더십과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

조직구성원이 조직생활을 하는데 있어 심리  행복

감과 지휘 은 지휘방법은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육군에서는 임무형 지휘 정착  활성화를 해 

노력하고 있다. 임무형 지휘의 특징은 ‘부하에게 임무만 

부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것은 임해 주는 

것으로 변  리더십을 기 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변

 리더십이 병사들의 심리  행복감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  행복감(PWB: Psychological Well-Being)은 

행복, 응, 삶의 질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20] 있으나 

Diener(1984)는 평안하다의 행복에 을 둔 주  

행복감을 제시했다[21]. 그리고 차정주 등(2015)은 행복

은 주  단으로 자신이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요하며[22],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기가 되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다고 했다. 이후 

Ryff(1989)는 정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  

을 고려한 행복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자아수

용, 정  인 계, 자율성, 환경에 한 지배력, 삶의 

목 , 개인의 성장 등으로 구성된 심리  행복감의 개

념을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 다[4]. 

이와 같이 조직구성원이 조직에서 얼마나 심리  행복

감을 갖느냐는 조직생활의 반 인 만족감과 조직몰

입에 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군 조직에서 지휘

은 부하들이 심리 으로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특히, 지휘 의 지휘방법은 부하들의 심리  

행복감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변  리더십은 부하들에게 미래에 한 비 을 공

유하고, 자신의 이익에 앞서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추

구하는 것[16]으로 구성요소는 카리스마, 지 자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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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배려, 분발고취이다. 이러한 변  리더십의 주요 

특징  하나가 높은 질의 리더와 부하 계를 지향하

고 부하의 욕구와 능력에 해 개별 으로 심을 가져 

높은 신뢰 계를 갖는 것이다[23]. 그리므로 변  리

더십은 부하의 행복감에 한 향을 미치고 직무열

의를 진 시키는데 효과 인 것이다[24].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삶의 만족은 직장 상사에 의해 향을 많이 

받고[25], 변  리더십의 특성을 가진 리더와의 계

에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26].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 로, 본 연구에서는 변  

리더십과 심리  행복감과의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변  리더십은 심리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 심리적 행복감과 병사의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의 관계

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병사들은 의무복무를 

하기 때문에 군생활에 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

다. 그러나 재의 조직 환경에서도 병사들의 행복감을 

향상시킴으로 조직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 으로 행복한 생산  근로자가 그 지 못한 근로

자보다 업무 련한 수행을 더 잘한다고 했다[27], 부

에서도 심리  행복감을 경험하는 군인이 자발 으로 

부 의 일에 참여함으로 인 계도 좋고, 주  동료들

에게 인정을 받으며, 업무 성취도도 높다고 하 다[28]. 

한 개인의 심리  행복감은 직무만족으로 이어져 생

산성 향상과 기업이나 조직의 성과에 바람직한 향을 

미치고[29], 심리  행복감과 직무만족이 이직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즉, 자신이 조직에 

해 정서 으로 몰입을 할 때 주  행복감을 느끼고, 

심리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자신의 업

무와 조직에 해 더 정 으로 본다[31].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 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  

행복감과 조직몰입, 직무만족과의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심리  행복감은 병사들의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심리  행복감은 병사들의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 변혁적 리더십, 심리적 행복감, 병사의 조직몰

   입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

최근 군 조직에서는 요즘 병사들의 특성에 맞는 리더

십과 병사들의 태도와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  매카니즘의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즉 변

 리더들은 부하와 정서  유 계를 쌓으며 부하에

게 개별화된 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변  리

더의 행동은 부하에게 큰 사회  자원이고[32], 사회  

지지를 통해 지각된 병사들은 심리  행복감을 느껴 조

직효과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변  리더십과 련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변  

리더는 부하들의 일반  행복감[33]과 정  정서[34]

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그리고 변  리더십은 

부하의 역할을 명료하게 하면서 일에 한 의미를 부여

하고, 부하들의 성장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하의 

일반  행복감을 증진시킨다[35]. 그리고 이러한 행복

감은 조직효과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했다[36].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 로, 본 연구에서는 변  

리더십과 심리  행복감, 조직효과성과의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6> 심리  행복감은 변  리더십이 병사들

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서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가설 7> 심리  행복감은 변  리더십이 병사들

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서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Ⅲ.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군 지휘 의 변  리더십이 병사들의 조

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서 심리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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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모형에 선정된 변수들 간의 계분석은 구조방

정식(SEM) 모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먼 , 탐

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

당도를 분석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항목들은 제

거하고 높은 항목만 측정변수로 활용한다. 둘째, 잠재변

수를 포함하여 측정모형에 한 합도를 평가 후 최종

모형을 선정하고, 반 인 인과 계를 분석한다. 

2. 표본의 특성

자료 수집은 3군사령부 하부 인 ○○통신단 2개 

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사 350명을 상으로 설문

지를 배포하 으며, 최종 회수된 301부를 분석에 활용

하 다. 

연구 상자의 계 은 병장 49명(16.3%), 상병 96명

(31.9%), 일병 121명(40.2%), 이병 35명(11.6%)이고,  업

무분야는 행정병 32명(10.6%), 투병 149명(49.5%), 기

술병 105명(34.9%), 기타 13명(4.3%), 무응답이 2명

(0.7%)으로 구성되었다. 학력은 4년제 학 재학 는 

졸업이 166명(55.1%), 문 학 재학 는 졸업이 87명

(28.9%), 고졸이 48(15.9%)이고, 종교 유무는 기독교 90

명(29.9%), 불교 31명(10.3%), 천주교 28명(9.3%), 무교 

152명(50.5%)의 분포를 보 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연령

병장  49 16.3%

상병  96 31.9%

일병 121 40.2%

이병  35 11.6%

업무
분야

행정병과  32 10.6%

전투병과 149 49.5%

기술병과 105 34.9%

기타  13  4.3%

무응답   2  0.7%

학력

고졸 48 15.9%

전문대졸 87 28.9%

대졸 이상 166 55.1%

종교
현황

기독교  90 29.9%

불교  31 10.3%

천주교  28  9.3%

무교 152 50.5%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표 2]와 같으며, 변

 리더십은 김남 (2009)이 번역한 MLQ-6S의 12문항

(Cronbach's α =.956)을 군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37], 심리  행복감은 두 명의 원어민 박

사의 도움을 받아 Dagenais–Desmarais &  

Savoie(2012)의 IPWBW를 번안하여 25개 문항

(Cronbach's α =.934)사용하 다[28]. 그리고 조직몰입

은 Lim(2003)이 번안한 Allen & Meyer(1996)의 하 척

도  정서  몰입에 해당하는 12개의 문항(Cronbach's 

α =.939)을 사용하고[38], 직무만족은 이 우(2006)와 

손 옥(2007)이 개발한 8개 문항(Cronbach's α =.939)

을 사용하 다[39][40].

표 2. 측정도구

측정변수 항목 문항수 출처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3

김남현
(2009)

영감적 동기부여 3

지적자극 3

개별적 배려 3

심리적 
행복감

대인관계 적합 5

Dagenais-
Desmarais & 
Savoie(2012)

자아실현 5

유능감 5

지각된 인정 5

업무 참여 욕구 3

조직몰입 5 Lim(2003)

직무만족 5
이영우(2006)
손영옥(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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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요인
재치

표
재치

t CR AVE

변혁적 
리더십

B11 1.00 .89 -

.903 .662

B1 .85 .80 18.50***

B3 .79 .76 16.82***

B7 .89 .84 20.24***

B8 .93 .81 18.72***

B9 .96 .85 20.88***

B10 .94 .84 20.36***

B12 .72 .70 14.81***

표 3. 확인적 요인모형 분석결과

심리적 
행복감

참여 1.00 .96 -

.922 .783인정 .84 .88 13.12***

관계 .74 .80 12.90***

조직
몰입

D9 1.00 .89 -

.913 .674

D2 .90 .83 19.63***

D4 .87 .79 18.03***

D5 .86 .77 17.49***

D7 .95 .83 19.74***

D8 .96 .87 21.51***

D10 .94 .88 22.20***

D11 .90 .89 22.60***

D12 .90 .59 11.54***

직무
만족

E3 1.00 .84 -

.865 .605
E2 .87 .72 13.67***

E4 .93 .71 13.41***

E5 .94 .82 16.39***

***p<.001

Ⅳ. 연구 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측정변수들에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 확인요인분석은 이미 탐색 으로 연구되었

거나 이론  근거에 의하여 측정구조 모형이 가설 으

로 구축된 것을 확인하기 하여 실시하는 것이다[41]. 

구조방정식모형의 평가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42]. 합지수와 증분 합지수, 간명

합지수 등을 이용하여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 다.

먼 , 변  리더십에 한 분석결과, χ²(50)=53.652, 

CFI=.982, NFI=.974, RMR=.022, RMSEA=.075으로 측

정값이 권장수  이상으로 모형은 합하다. 그리고 구

성개념신뢰도(CR>0.7)가 0.903, 평균분산추출값

(AVE>0.5)이 0.662이로 측정모형은 합하다. 둘째, 심

리  행복감에 해 분석한 결과, χ²(132)=342.12, 

CFI=.947, NNFI=.938, RMR=.038 RMSEA=.073으로 측

정값 모두 권장수  이상으로 모형은 합하다. 그리고 

구성개념신뢰도(CR>0.7)가 .922이고 평균분산추출값

(AVE>0.5)이 0.783으로 측정모형은 합하다. 셋째, 조

직몰입에 해 분석한 결과, χ²(27)=59.122, CFI=.986, 

NNFI=.981, RMR=.022, RMSEA=.063로 모든 값이 권

장수  이상으로 모형은 합하다. 그리고 구성개념신

뢰도(CR>0.7)가 .913이고 평균분산추출값(AVE>0.5)

이 0.674로 측정모형은 합하다. 넷째, 직무만족에 

해 분석한 결과, χ²(2)=6.32, CFI=.992, NNFI=.976, 

RMR=.021, RMSEA=.085로 모든 값이 권장수  이상

으로 모형은 합하다. 그리고 구성개념신뢰도

(CR>0.7)가 .865이고 평균분산추출값(AVE>0.5)이 

0.605로 측정모형은 합하다. 

2. 인과관계 분석

먼 ,  측정모형에 해 검증 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의해 구조모형을 검증했다. AMOS 18.0에 

의해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그림 2], 모형 합도 지수는 

χ²(693)=1299.562, CFI=0.936, NNFI=0.931, RMR=0.049, 

RMSEA=0.054로 모두 기 치 이상으로 모형의 합도

는 양호하다. 

그림 2. 구조모형 검증결과

[그림 2]를 살펴보면, ‘변  리더십-직무만족’의 경

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계수는 α=.001 수 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다. ‘변  리더십-직무만족’의 경로가 통

계  유의성이 없기 때문에 가설모형에 해 안모형

을 설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표 4], 가설모형과 

안모형의 χ²값의 차이는 .026으로 자유도가 1 늘어나

는 것에 비해 안모형 합도가 가설모형에 비하여 나

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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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설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

모형 χ² df △χ² CFI NNFI RMR RMSEA

가설
모형

1299.562 693 - .936 .931 .049 .054

대안
모형

1299.588 694 .026 .936 .931 .049 .054

* 대안모형은 가설모형에서 ‘변혁적 리더십→직무만족’을 삭제함

구조모형의 자유도가 늘어나면 χ²값이 증가하는데, 

자유도가 1 늘어날 경우 χ²값이 3.84 이상 증가해야 α

=.05 수 에서 모형의 합도가 유의하게 나빠진 것으

로 단한다(Kline, 2011). 따라서 [그림 3]과 같은 안

모형을 선정하여 최종 분석하 다.

그림 3. 최종 구조모형 검증결과

분석결과[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휘 의 변  

리더십이 병사의 직무만족에 직 향을 미치지 못하

고 나머지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α=.001 수 )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만 기

각되고 나머지 가설 1, 3, 4, 5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일반 으로 변  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직

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다소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

유는 군 조직에서 직무 수행하는 병사들은 자신이 선택

하여, 자신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으로 직무수행하고, 직무수행 후에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표 5. 가설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

경  로
경로
계수

표 화
경로계수

표
오차

t

변혁적 리더십→심리적 행복감 .36 .40 0.06 6.58***

변혁적 리더십→조직몰입 .22 .22 0.04 5.27***

심리적 행복감→조직몰입 .79 .73 0.06 13.22***

심리적 행복감→직무만족 .95 .88 0.07 14.61***

***p<.001

둘째, 심리  행복감에 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  행복감은 변  리

더십과 조직몰입 간에는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변  

리더십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서는 완 매개역할

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 으로 심리  행복감의 매

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obel 

test를 사용했다. Sobel test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z값을 산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다(Sobel, 

1982).

 공식에서 a와 b는 경로계수를 의미하고, SEa는 a 

경로계수의 표 오차, SEb는 b 경로계수의 표 오차이

다. 측변인을 X, 매개변인을 M, 거변인을 Y라고 

했을 때 a는 ‘X → M’에 한 경로계수, b는 ‘M → Y’에 

한 경로계수이다. 즉, M의 매개효과는 a×b와 동일하

기 때문에 Sobel test에서 ab값이 통계 으로 유의한지 

검증하면 된다. 

따라서 변  리더십이 심리  행복감을 통해 조직

몰입에 이르는 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z=5.46으로 α=.00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변  리더십이 심리  행복감을 통해 직무만족에 이

르는 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z=5.49로 α

=.001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6과 

7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군 조직에서도 병사들이 심리  행복

감을 향상시켜 으로 조직효과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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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재 군 조직은 개방 이고 개성을 추구하는 병사들

의 유입과 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의 감소, 고학력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병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

다. 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치, 문화 으로 성숙되고 

사회 으로도 자유분방한 분 기 속에서 성장한 병사

들이기 때문에 기성세 와 확연히 다른 사고와 행동양

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군 지휘 은 병사들이 군 생

활 자체를 정 으로 받아들이고 창의력을 최 한 발

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43].

본 연구는 군 지휘 의 변  리더십이 병사들의 조

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 심리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조직 환경으로 변  리더십의 

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결과, 변  리더십과 직무만

족과의 계를 제외하고 모두 지지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군 지휘 의 변  리더십은 병사들의 조직

몰입과 심리  행복감에 정  상 을 보 다. 그리고 

병사들의 심리  행복감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정

 상 을 보이고, 변  리더십이 병사들의 조직몰입

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변  리더십이 조직몰입

과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고[19], 심리  행복

감을 증진시켜[33]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킨다

[31]는 선행연구와 일부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 , 실무  시사

이 있다. 

첫째, 병사들의 특성에 맞는 변  리더십은 지휘

이나 군 조직에 병사들의 충성심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요즘 군에서는 변  리더십을 기

한 임무형 지휘를 정착시키기 해 임무형 지휘 센터를 

창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보았을 때 임무형 지휘가 정착되면 군 조직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시사됨에 따라 임무형 지

휘가 조속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변  리더십이 병사들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병사들의 직무만족 향상

을 한 추가 인 동기부여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변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

유는 병사들의 경우 자신의 직무에 해 의무 으로 해

야 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이

라 생각한다. 병사들의 경우 직무수행에 따라 정신 인 

보상보다는 물질 인 보상을 선호한다. 즉, 직무수행에 

따른 외출·외박, 휴가 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와 련

된 동기부여 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변  리더십이 심리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치고, 변  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서 심리  행복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병사들의 심리  행복감을 증진시킬 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먼 , 최근 군에 입 하는 병사

들이 군 인성검사에서 보호 심병사의 심군이나 

험군으로 많이 분류되는 상황에서 지휘 의 변  리

더십이 병사들의 심리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나 군 지휘 에 한 변  리더십 강화 

로그램이 필요하다. 한 보호 심병사에 한 심리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트테라피1) 로그램 개

발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 일반병사들에 한 심리  행복감을 증진시

키기 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즉, 심리  행복

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운동, 사회 지

지, 여가활동, 내 동기, 자율성 지지 등이 있다. 따라서 

군 조직특성과 심리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

하여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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