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Greenleaf의 지 처럼, 우리 모두는 조직에서 구성원

으로 생활하는 동안 한편으로는 리더십의 역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팔로워십 역에서 조직목표 실 을 해 노

력한다[1]. 이 에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조직효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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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거래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건설 인 환류를 제공하며, 개인과 조직에 해 정 인 향을 미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향 계에 팔로워십

은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으로 탐색하는 것이다.본 연구는 성남시, 주시, 하남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표본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① 경찰공무원의 거래 리더십은 팔로워십에 매우 높은 정 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② 경찰공무원의 거래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높은 정 향을 미치고 있었다. ③ 경찰공무원의 팔로워

십이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경찰공무원의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치

는데 있어 팔로워십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찰공무원의 조직몰입을 향상하는데 있어 거래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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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actional leadership(TL) is to provide constructive feedback to organizational employee’s commitment 

and to engender a positive impact o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olice’s TL could positively influe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s there a mediated effect in this impact 

empirically.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n a random sample of police who has worked in Seongnam, 

Kwangjoo, and Hanam cities. The findings are the follows. ① Police’s TL has a positive effect on followership. 

② Police’s TL has a positive effect on employees’ commitment highly. ③ Police’s follow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employees’ commitment highly. ④ Followership has a partial mediated effect to relationship between Police’s 

TL and employees’ commitment. In these results,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followership are to verify a critical 

factor to improve poli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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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하는데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 핵심 인 변인일

것이다.

특히 팔로워십은 리더/팔로워의 상호작용의 상호의존

성을 형성하는데 활동 인 역할을 발휘한다. 이 에서

조직성과와 련한 체계 인 진단에는 리더의역할과 더

불어 팔로워의 역할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업무환경이 다른 공

공조직보다 명확한 지시가 요구되는 경찰업무를 수행하

는 경찰 의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미치는 향에

있어 팔로워십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탐색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향 계뿐

만 아니라 조직몰입의 향변인으로 팔로워십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론적 검  연 가  정

2.1 거래적 리 십과 로워십

거래 리더십은 기 상황, 혼란(chaotic)의 상황,

미숙한(immature) 환경, 규칙없는(no-rules) 환경에 보

다 효과 이라고 주장한다. 한 제도화된 규칙이 불충

분할 때 한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나아가 거래 리

더십은 역할과 업무요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지시하고

그리고 처벌하는데 보다 효과 이다[2]. 이러한 거래

리더십 행태는 상황 보상, 능동 외 리와 수동

외 리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2차 세계 이후 팔로워의 행태에 해 심이 증

하고 있다. 리더 심 이론은 최고 리층의 리더에 뿌리

를 두고 있지만, 팔로워십 이론은 간 리자 단계에 기

원을 두고 있다[3], 이러한 팔로워십은 리더가 조직목표

를 달성함에 있어 리더를 지원하거나 혹은 력하는 행

동과정이다.

이 에서 리더십은 리더가 조직목표 실 을 해 팔

로워에게 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리더십은 리더와 팔

로워 사이의 뒤얽힌인 계(intricate relation)이다. 리더

는 팔로워와 바람직한 계를 유지하기 해 팔로워의

욕구에 부응해야만 한다[4]. 이에 리더와 팔로워가 독립

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계에서 향을

주고받는 방 인 계라 할 것이다[5].

거래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련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국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 거래 리더십이 팔로워십에 높은 정 향을 미

치고 있으며[6], 나아가 거래 리더십이 변 리더십

보다 팔로워십에 높은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6,7].

한 거래 리더십은 팔로워십의 유형에 따라 다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연구소에 재직

하는 연구원을 상으로 한 분석에서 거래 리더십은

극․능동 팔로워십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계가 있는 반면에, 독립․비 팔로워십에 해

정 계가 있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8].

패 리 스토랑에 근무하는 직원을 상으로 한 거래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계분석에서 실무형 팔로워십에

정 향을 미치는 반면에, 소외형 팔로워십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들 선행연구 결과에 기 하여 본 연구는 거래 리

더십과 팔로워십 계에 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거래 리더십은 팔로워십에 정 향

을 미칠 것이다.

2.2 조직몰

학자들의정의를 통해 조직몰입을이해하면, 조직몰입

을 처음 제기한 Porter와 동료학자들은 조직몰입을① 조

직목표에 한 강한 믿음과수용성, ②조직을 한 헌신

인 노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자발심, ③ 조직구성원으

로 유지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정의하고 있다[10].

Kashefil과 동료학자들은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자신

이 근무하는 체조직에 해 가지는 정 혹은 부정

개인태도로 이해하고, 조직몰입에 포함되는 3가지 요

인으로 ① 조직의 목 과가치에 한 수용성, ② 조직을

한 열성 노력의 성향, ③ 조직의 구성원을 지속하려

는 강한 성향을 들고 있다[11].

이러한 조직몰입은 조직성과를 안내하는 주요한 요인

이며[12], 조직몰입의 분류는 부분 연구에서 Meyer와

Allen이 제시한 정서 몰입, 지속 몰입 의무에 기

반을 둔(obligation-based commitment) 규범 몰입으로

이해하고 있다[13]. 한 교육공무원을 상으로 한조직

몰입 연구에서 유지 조직몰입과 정서 조직몰입으로

구분하기도 하고[14], 행동 결과로 행동과 임의행

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15].

이와 같이 조직몰입은 조직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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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직무태도이다. 조직몰입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담

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에 한 포 인 애착과

충성(loyalty)의 태도를표출할 것이며, 조직에 한일체

감(identity)과 의존성(dependence)이 높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

첫째, 거래 리더십과 조직몰입에 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

미한 향 계가 없다는 연구[16]와 거래 리더십이 조

직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구분된다[17,18]. 한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

에 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경우, 거래 리더십

하 변수의 상황 보상과 외 리가조직몰입의 하

변수 정서 몰입과 유지 몰입에 따라 다른 향효

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20].

이들 선행연구를 기 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

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2: 거래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팔로워와 리더는 목표를 충족하기 해 상호연

결되어 있고 책임을 공유하고, 조직목표에 한 몰입을

보인다[4]. 이런 맥락에서 팔로워십과 조직몰입의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컨벤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 팔로워십이 조직몰입에 높은 정

향을 미치고 있고[21], 한 부산지역의 기업과 소기

업에 근무하는 직원을 상으로 한연구에서도 팔로워십

이 조직몰입에 높은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22].

나아가 민간경비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을 상으로 한

팔로워십의 유형에 따른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연구에

서 팔로워십의 행동성향이 팔로워십의 사고성향보다 조

직몰입에 보다 높은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23].

이들 선행연구를 기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

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3: 팔로워십이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

칠 것이다.

셋째, 조직의 목 성취 과정은 곧 리더와 팔로워의 상

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져가는 것이다[22]. 이 에서 리더

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있어팔로워십은 직 효

과뿐만 아니라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와 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 강소성에

치한 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을 상으로 한 리더십

이 조직성과(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팔

로워십의 매개효과분석에서 팔로워십의 행동성향과 사

고성향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있어

요한 매개변수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24]. 한민간

경비원과 리자를 상으로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

는 향에 있어 팔로워십(행동성향과 사고성향)이 정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들 선행연구에 기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

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4: 팔로워십은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치는데 있어 매개효과

가 있을 것이다.

3. 연 계

3.1 조사 과 조사 상  특징

이 연구는 연구가설을 실증 으로 탐색하기 해 리

더와 팔로워간의 업무의 흐름이 보다 구체 이고 성과가

명확하게 표출되는 경찰공무원을 상으로 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연구표본으로 성남시, 하남시, 주시 경찰

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선정하 다. 성남시 경찰서

에서 150명, 하남시경찰서와 주시경찰서에서 각각 55

명의 경찰을 표출하 다. 2018년 1월 15일에서 2월 10일

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251명의 설문지가 수거하여 불성

실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239명의 설문지를 활용하 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79.1%(189명), 여성

이 20.9%(50명)이며, 연령은 20 가 11.3%(27명), 30 가

36.4%(87명), 40 가 30.1%(72명), 50 이상이 22.2%(53

명)이며, 교육수 은 고졸이 23.8%(57명), 문 졸이

22.2%(53명), 졸이상이 54%(129명)이었다.

한 표본의 직 은 순경이 15.9%(38명), 경장이

18%(43명), 경사가 23.4%(56명), 경 가 29.3%(70명), 경

감이상이 13.4%(32명)이며, 근무기간은 5년 이하가

30.5%(73명), 6년～10년이하가 17.6%(42명), 11년～15년

이하가 10.9%(26명), 16년～20년 이하가 14.2%(34명), 21

년～25년 이하가 14.2%(34명), 26년 이상이 12.6%(30명)

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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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  조 적 정  

3.2.1 거래적 리 십과 로워십

본 연구에서 거래 리더란 Bass가 정의한 것처럼 조

직구성원들에게 리더 자신이 원하는 일의결과가 무엇인

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구성원의 기여에 따라 보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거

래 리더십의 설문지는Bass와 Avolio가활용한 다변인

리더십설문지를 활용하 다[25]. 이들 설문문항은 리더

는 부하가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TL1), 지

시를 따르면 원하는 것을 얻게 하고((TL2), 업무성과에

따라 한 보상 제공(TL3), 목표미달성 부하에게

한 조치를 취한다(TL4)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의 팔로워십은 Kelly가 정의한 것처럼 리

더가 조직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리더를지원하거나 혹은

력하는 행동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26]. 한 팔로

워십의 측정도구로는 Colangelo가제시한설문문항을 수

정하여[27], 상사와의 계 원만하고(F1), 상사와 함께 근

무하는 것이 즐겁고(F2), 업무상 문제 에 한 상사의

해결 력(F3), 부하의 잠재 가능성 인지(F4), 부하의

어려운 상황에 한 도움(F5)으로 구성하 다.

3.2.2 조직몰

본 연구에서의 조직몰입이란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조직에 한 잔류의사 구성원이 조직에

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조직의 목표를 수용하며, 조직을

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려는 의사를 가진상태로 규정하

고자 한다. 조직몰입의 측정도구는 Porter와 동료학자가

설계한 조직몰입설문(OCQ: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에 기 하여[10], 지속 인 조직생활에

한 행복감(OC1),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강한 소속감과 자

심(OC2), 조직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로 이해하려는

자세(OC3)로 구성하 다.

4. 결과

4.1 측정변수  타당도  신뢰도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구성개념타당성의 검증하기

해 탐색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거래 리더십 요인분석

은 총 4개의 문항이 공통된 요인으로 그룹핑되었고, 팔로

워십 요인분석은 총 5개의 문항이 공통된 요인으로 그룹

핑되었으며, 조직몰입 요인분석은 총 6개의 문항을 활용

하 으나 공통 으로 그룹핑이 되지 않아 요인값이 낮은

3개 문항을 제외한 후 3개 문항에 해 실시하 다.

각 변수들에 한 요인분석 활용가능성에 한 KMO

와 Bartlett Test를 통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검한 결과

요인분석을 할 수 있는 표본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특히 탐색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직각회

의 varimax방법을 사용하 으며, 요인추 출과정에 있어

서는 고유치(eigenvalue)는 1.0이상, 요인재량은 0.6이상

을 설정하 다.

한 신뢰도분석에 있어 신뢰도계수가 거래 리더십

은 0.835, 팔로워십은 0.833, 조직몰입은 0.802로 나타나

각 측정변수에 한 설문문항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단하 다.

Variables Questions
Factor
Value

Eigen Value
(% Variance)

Transactional
Leadership

TL1 .773

2.691
(67.287)

TL2 .865

TL3 .869

TL4 .768

KMO Measurement=.797; Bartlett’s Testing X2=377.844, p<.001;
Cronbach’s α=.835

Followership

F1 .733

2.917
(58.333)

F2. .818

F3 .852

F4 .735

F5 .745

KMO Measurement=.793; Bartlett’s Testing X2=435.796, p<.001;
Cronbach’s α= .833

Organizational
Commitment

OC1 .864
2.163
(72.101)

OC2 .889

OC3 .791

KMO Measurement=.682; Bartlett’s Testing X2=247.485, p<.001;
Cronbach’s α= .802

Table 1. Validit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4.2 가 검

4.2.1 거래적 리 십과 로워십  계

경찰공무원이 인식하는 거래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계는 Table 2와 같이 거래 리더십(β=.657, p<.01))이

팔로워십에 매우 높은 수 의 정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F=31.008, p<.01). 이에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가설 1을 수용하 다. 이 에서 조직목표를 성취함

에 있어 리더가 발휘하는 거래 리더십은 팔로워십에

좋은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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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n-standardiz
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collinearity
statistics

B SD β
toleranc
e

VIF

(con) 1.514 .232 6.531**

sex
(m=1)

-.131 .086 -.083 -1.520 .804 1.243

age -.014 .077 -.020 -.177 .185 5.403

edu .034 .041 .044 .831 .849 1.179

class .005 .046 .010 .105 .277 3.607

period .016 .043 .046 .376 .162 6.181

TL .610 .047 .657 13.044** .942 1.062

Model
fit

F=31.008, p=.000; R2=.445, Adj. R2=.431;
Durbin-Watson=1.726; ** p<.01

Table 2.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Followership

4.2.2 거래적 리 십, 로워십과 조직몰  계

첫째,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

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한 결

과 Table 3의 Model 1과 같다. 분석결과, 상 의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높은 정 향(β=.500, p<.01)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분석에서 표본의 인구

사회 특성이 다 회귀분석에서 조직몰입에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었다.

둘째, 팔로워십이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칠 것

이라는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한 결과

Table 3의Model 2와 같다. 분석결과, 팔로워십이조직몰

입에 높은 정 향(β=.477,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 표본의 인구사회 특성 가운데

남성의 표본이 조직몰입에 정 향(β=.132,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 팔로워십이 조직

구성원의 몰입에 요한 선행변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팔로워십이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치는데 있어 매개효과가 있을것이라는 연구가

설 4를 검증하기 해회귀분석한 결과 Table 3의 Model

3과 같다. 분석결과, 모델 1과 모델 3의 비교에서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있어 베타(β)값이

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에서 거래 리더

십이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치는데있어 팔로워십

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한 Sobel Test한 결과도 그 값이 6.947(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 팔로워십이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있어 직

향뿐만 아니라 매개 향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con) 1.850 .266 1.749 .283 1.442 .281

sex
(m=1)

.118 .098 .075 .209 .099 .132** .153 .096 .097

age .062 .088 .091 .035 .089 .052 .065 .086 .097

edu .038 .047 .049 .042 .048 .054 .029 .046 .037

class -.085 .053 -.169 -.080 .054 -.159 -.086 .052 -.172*

period .002 .050 .005 -.005 .050 -.013 -.003 .048 -.007

TL .464 .054 .500** .300 .069 .324**

F .477 .058 .477** .269 .073 .269**

Model
Fit

F=14.475, p=.000;
R2=.256,

Adj. R2=.236;
Durbin-Watson=1.

650

F=13.279, p=.000;
R2=.445,

Adj. R2=.431;
Durbin-Watson=1.

726

F=15.001, p=.000;
R2=.338,

Adj. R2=.321;
Durbin-Watson=1.803

※p<.05, ※※p<.01

Table 3. Regression analysis among transactional 

leadership, followership and oc

5. 결론

부분 공공조직의 성과에 한 연구들은 조직구성원

의 역량을 도출하기 한 리더의 역할에 보다 많은 심

을 두고 있다. 하지만 조직업무수행에 있어 창의 이고

건설 인 사고로 참여하는 팔로워십의 역할탐색에 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 다.

이런 에서, 이 연구는 업무에 놓여있는 환경이 다

른 공공조직과 약간 구별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을 상으

로 상 의 거래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와 팔로워십이 이들 향 계에 있

어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성남시, 주시, 하남시에 근무하는 경찰공

무원을 상으로 하 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

설을 실증 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거래 리더십은 팔로워십에 정 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6,7]. 이에경찰공무원의 사례와 같이 상

의 리더십에 있어 팔로워십은 조직목표를 성취함에 있

어 리더십의 역할에 보충 (complementary)이라는 것으

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경우 상 의 거래 리더십이 조

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높은 정 향을 미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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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

타났다[17,18]. 이에 경찰공무원의 경우 상 은부하의 업

무수행과정에 있어 명확한 업무지시와 더불어어떠한 보

상을 제공할 것인지와 련하여 명확한의사소통은 구성

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찰공무원의경우 팔로워십이 조직몰입에 정

향울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한것으로 나타났다[21,22]. Crossman &

Crossman이 지 한 것처럼, 팔로워십이 구조화된 조직

을 극 화하도록 리더의 노력을 효과 으로지원하고 리

더의 지시를 효과 으로 따르는 능력이라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

넷째,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

치는데 있어 팔로워십이 어떠한 매개효과가있는지를 분

석한 결과, 팔로워십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났다[23,24].

이 연구결과 거래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조직구성원

의 조직몰입을 향상하는데 동등하게 요하다는 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분명 리더와 팔로워모두의 행동이 업무

성과, 작업결과의 질, 업무집단의 만족, 사기와 일치감에

요하게 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특히 팔로워십이

거래 리더십보다 조직몰입에 높은 정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직구성원의 몰입을 제고함

에 있어 팔로워십의 수동 역할보다 능동 역할로 이

해하고, 조직목표 성취에 있어 구성원의 극 참여기

제를 높이는 것이 요한 과제라 이해할 수있었다. 리더

십과 조직효과성의 계연구에서 있어 팔로워십의 기여

를 체계 으로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제한성과 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질문문항과 조직몰입에 련한 다른변인을 함께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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