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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사의 언행일치가 구성원들의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언행일치와 발언행동 간의 관계에서 상사신뢰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상사의 언행일치를 통한 상사신뢰와 구성원의 발언

행동 간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표본은 서비스 관련 업종으로 보험, 증권, 은행, 컨설팅, 

신용카드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42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상사의 언행일치가 상사

신뢰와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사신뢰는 상사의 언행일치와 구성원의 발언행

동 간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감은 상사신뢰와 구성원의 발언행동 간에 조절효

과가 있으며, 심리적 안전감이 평균에서 높을 때 언행일치가 상사신뢰를 매개로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언행일치, 발언행동, 상사신뢰, 심리적 안전감, 오피니언 리더

Abstract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s of leaders’ behavioral integrity on organizational members’ 

voice behavior. It verified whether trust in leaders mediates behavioral integrity and voice behavior and 

ascerta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members’ psychological safety on trust in leaders and members’ 

voice behavior through leaders’ behavioral integrity. It targeted organizational members in the service 

industry, including insurance, securities, banks, consulting, and credit card companies, with a 

questionnaire survey carried out with 424 response copies. The study results confirmed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f leaders’ behavioral integrity on trust in leaders and voice behaviors. Second, trust 

in leaders was found to mediate between leaders’ behavioral integrity and members’ voice behavior. 

Third, members’ psychological safety had a moderating effect on trust in leaders and members’ voice 

behavior. When psychological safety was higher than average, there was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afety in the behavioral integrity on voice behavior with trust mediation in leaders. 

Therefo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was determined that trust in leaders and the 

psychological safety of the members are essential for leaders’ behavioral integrity to enhance members’ 

voic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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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4차혁명과 급변하는 불확실한 조직의 내․외부

의 환경에서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의 적극적인 참여와[1,2], 다양한 아이디어 및 정보를 제

공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1,3]. 이러한 조직 내 구성원

들의 행동으로 발언행동(voice behavior)을 들 수 있다.

발언행동은 말로 의견, 아이디어, 제안 등을 표현하는 

자발적 행동으로 팀이나 조직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향상

하고자 하는 의견개진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참여활동

이라 할 수 있다[1]. 따라서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역량

을 강화하는 등 팀과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4,5].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과

업에 헌신하여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려면, 리더는 

편법과 반칙이 아닌, 언행일치(behavioral integrity)의 

리더십이 상사의 지켜야 할 덕목으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과 일치하

지 않는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의 행동 즉, 

언행일치(behavioral integrity)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

성원 또는 주주의 비난을 받았던 리더들의 몰락 사례에 

대한 자성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6]. 반대로 알리바

바는 언행일치를 통한 성실과 정직의 가치가 신뢰를 얻

고 성과를 향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언행일치는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상사의 말과 행동

의 일치하는 수준[7]으로 이는 상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

이 된다. 신뢰가 없는 조직은 제도적, 공식적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만일 부하를 상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하고, 지시하는 등의 통제시간이 많

이 소요되어 상사가 보다 질 높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시간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

기재는 불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신뢰는 조직의 통제기능

을 대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특히 대인간 신뢰는 조직에서 조직의 목표와 협력을 촉

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8]. 상사와 부하

간의 신뢰는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이나 조직유효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9], 상사신뢰(trust in leaders)

가 높을수록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10].

이러한 발언행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업

무 또는 성과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을 자유롭게 발언하

는 것이 중요한데[11,12],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이 조성되면 발언행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13]. 이런 심리적 안전 

분위기는 대인관계나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대인적 신뢰로서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존중함으로써 

서로를 편안하게 느끼는 심리적 안전감으로 특성화될 수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상사의 언행일치가 상사신뢰

와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상사의 언행일치와 구성원의 발언행동 간에 상사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셋째, 상사신뢰와 구성원의 발언행

동 간에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언행일치

언행일치는 자신이 언급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도

로[15] 조직 혹은 사회에서 자신의 행동이 이전에 언급한 

말과 가치와 다르다면 주변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15]. 즉, 조직 내에서 리더가 언행일치하면 부하들

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언행일치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언행일치란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상사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 정도’로[16], 상사의 언행일치는 부하에게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7]. 부하는 자신

의 업무수행이전에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상사의 행

동을 관찰해서 언행이 일치한다고 추론되면 따라 행동하

지만[18], 상사의 언행이 불일치하게 되면 상사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게 된다[19]. 

언행일치의 선행연구들은 언행일치가 종업원 유지, 상

사의 신뢰, 조직몰입, 회사 수익, 고객서비스와 관련이 있

으며[16,19], 상사의 언행불일치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을 감소시키며 이직률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19].

2.2 발언행동

조직 구성원들의 발언은 조직 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20]고 언급된 이래로 광범위하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차원적으로 개념화되어 왔다[21-24]. 발언행동은 부정

적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변화에 대한 모든 시도라고 하

였다[25]. 또한 불만을 표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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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견개진, 상위자에 호소, 노조활동에 참여, 외부기관

을 통한 항의 등을 말한다[1]. 

발언행동의 선행연구들은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리

더가 영향력이 있으며, 구성원들을 존중해준다고 인식할 

때 발언행동의 효능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언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26]. 그러나 조직에서 자신

의 지위가 자유로운 발언을 할 만큼 안전하다고 인식하

는 구성원들은 극소수이기[27] 때문에 자유로운 발언행

동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발언행동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나, 긍정적 

의도나, 언어(voice), 자발적 행동에 의한 표현이라는 공

통점을 갖는다[28]. 발언행동은 언어로만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23], 이메일이나 메모도 발언행동에 해당된

다[21]. 발언행동은 업무에 영향을 주면서 공개적인 의사

소통이며, 조직과 관련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조직 구성

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23].

2.3 상사신뢰

상사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및 조직응

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사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부

하들이 기꺼이 따르고 조직목표에 몰입하는 행동을 보이

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리더라 하더라도 효과적인 리더

십을 발휘하려면 신뢰가 필요하다[29]. 직속 상사가 구성

원들과 업무 및 대인관계에서 경영층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성원들의 역할 내 행위와 역

할 외 행위에 경영자에 대한 신뢰보다 상사신뢰가 더 많

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30]. 따라서 리더십의 

기능은 구성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1]. 

구성원들에 의한 상사의 신뢰는 구성원들의 태도 즉 

적응과 조직몰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32,33], 구성

원들의 상사신뢰는 상사의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

을 부하가 어느 정도 인식하느냐에 의해 측정된다[34]. 

또한 상사신뢰는 팀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신뢰는 

조직구성원의 사기와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직

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32,35]. 

따라서 상사의 신뢰는 상사의 리더십을 부하 조직원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 되며, 상사와 

부하간의 관계는 직무와 조직원의 행동 및 태도의 역할

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36].

2.4 심리적 안전감

심리적 안전감은 조직구성원들이 업무수행이나 조직 

운영방식에 관하여 조직 내에서 다른 구성원의 부정적 

태도를 의식하지 않고 오류와 질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의견이나 아이디어 등을 편안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

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37]. 

만약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들의 

비웃음, 비난 등 부정적인 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면 그러한 의견을 표출하지 않을 것이다[38].

조직이 업무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

성원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리더들

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안전하다는 믿

음을 형성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심리적 안전감의 형성

이 성과와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39]. 이

러한 개인적 믿음이 발언행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 상호간 신뢰를 통한 심리적 안전감이 형성되면 

발언행동은 더욱 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40].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언행일치와 발언행동 간에 상사신뢰의 매개효과와 심

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3.2.1 언행일치와 발언행동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는 모호한 상황으로 인하여 상

사들조차 자신이 한 말을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41,42]. 부하가 상사의 언행이 불일치한다고 인식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상사를 저평가하게 됨으로써 상하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며, 조직의 효과성이 감소하

여 조직생존에 위험이 된다[19]. 그렇지만 상사의 언행일

치는 부하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유발하여 발언행동

을 촉진한다[43]. 이렇듯 상사의 언행일치는 부하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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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가설 Ⅰ 상사의 언행일치는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정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언행일치와 상사신뢰

부하들로부터 상사가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일

관된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상사의 언행일치를 통해 부

하들은 상사가 진실하다고 지각하고,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사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은 

상사신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신뢰에서 상대방의 일

관성 있는 공정한 행동이 상대방을 신뢰하게 만들며, 이

러한 일관성 있는 행동은 상대방의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44]. 따라서 상사의 이와 같은 

언행일치는 상사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Ⅱ 상사의 언행일치는 상사신뢰에 정(+)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3 상사신뢰와 발언행동

리더에게 구성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도전적인 제안을 

하고자하는 의도는 리더가 제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리더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믿을 때 

건설적인 발언행동을 하게 된다[38]. 

리더가 직원의 발언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리더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45].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상사에 대한 신뢰는 종업원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46], 상사에 대한 신뢰가 구성원들의 발언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47]. 따라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Ⅲ 상사신뢰는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상사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들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

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신뢰

는 조직 내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협력을 증진시켜 개인

의 성과를 높이게 된다. 상사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상사의 신뢰는 구성원들에게 상사에 대한 수용성

을 높여서 구성원의 직무태도, 직무만족, 조직행동에 영

향을 미치며[48], 상사신뢰가 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영향

력을 높이고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49].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해 구성원들의 조직

시민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상사신뢰는 진성리더

십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50].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상사신뢰는 언행일치

의 결과요인이며 동시에 행동과 관련된 발언행동의 선행

요인이다. 따라서 언행일치는 발언행동의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사신뢰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가설Ⅳ 언행일치와 발언행동 간의 관계에서 상사신뢰

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5 상사신뢰와 발언행동간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

리더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구성원들

의 발언행동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발언의지와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51]. 여기에서는 발언의지가 행동으로 표

출될 때, 구성원 개인의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을 받는다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심리적 안전감은 행동을 촉발시

키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는 개념적 특징을 가지기 때문

이다[52].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상사신뢰와 발언

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리더의 언행일치는 리더에 대해 

신뢰감이 형성되고, 이러한 신뢰감을 통한 상사신뢰와 발

언행동 간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Ⅴ 심리적 안전감은 언행일치를 통한 상사신뢰와 

발언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

다.

3.3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서비스 관련 업종으로 보험, 증권, 은행, 컨

설팅, 신용카드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동일 종업원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원인-결과 모호성

의 문제와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내

포하고 있다[53]. 따라서 최종 결과 변수인 발언행동과 

조절변수인 심리적 안전감은 언행일치와 상사신뢰의 변

수에 대한 설문 시행 후 약 6주 후에 동일한 대상에게 설

문을 수집하였다. 2021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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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총 500부를 배포하고 478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

실한 5부를 제외하였으며, 2차는 8월 23일부터 9월 11

일 3주 동안 1차 조사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473부를 배

포하고 427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42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의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초분석과 신

뢰성 분석(Cronbach‘s α)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가설검증, Process macro model 

14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항목들은 동일방법편의를 확인하기 위

하여 Harman's One -factor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 4개의 요인 중 공분산이 가장 큰 요인은 총변량

은 19.715%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또한 변수 간 상관관계[54]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모든 잠재변수 간에 상관계수가 잠재변수 AVE제곱

근보다 낮아 공통방법편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은 남성이 199명 

46.90%, 여성이 225명 53.1%, 학력은 고돌 125명 

29.5%, 전문대졸 118명 27.8%, 대졸 170명 40.1%, 대

학원졸 11명 2.6%, 연령은 30세미만 136명 32.1%, 

30-39세이하 189명 44.6%, 40-49세이하 84명 19.8%, 

50세이상 15명 3.5%, 직위는 사원 196명 46.2%, 대리 

92명 21.7%, 과장 75명 17.7%, 차장 61명 14.4%, 근무

년수는 3년미만 135명 31.8%, 3년-10년미만 118명 

27.8%, 10년-20년미만 138명 32.5%, 20년이상 33명 

7.8%로 나타났다.

3.4 변수의 측정

3.4.1 언행일치

언행일치는 상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정도로[15], 

Simons et al.(2007)이 검증한 7개 문항으로 “나의 상사

는 자신이 말한 대로 실천한다”, “나의 상사는 자신이 가

치에 맞게 말하고 행동을 한다”, “나의 상사는 말과 행동

이 일치한다” 등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3.4.2 상사신뢰

상사신뢰는 구성원들이 상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부하의 상사에 대한 믿음으로, Cook and 

Wall(1980)[55]의 연구에서 제시된 8개의 문항으로 주

요 설문문항은 “나의 상사는 정직하고 진실하다”, “나의 

상사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는 나의 상사를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

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3.4.3 심리적 안전감

심리적 안전감은 조직에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로[14], Edmondson(1999)이 

개발한 7개 문항으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조직

은 나를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 조직은 누구나 거리낌 

없이 껄끄러운 이슈나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3.4.4 발언행동

발언행동은 업무수행이나 조직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

성원들의 생각, 의견, 제안이라고 정의한다[1]. Liang et 

al. (2012)이 개발한 촉진적 발언행동에 해당하는 5개 문

항으로, “내가 속한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등을  

제안한다”, “내가 속한 조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프로젝

트를 제안한다” 등으로 리커트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3.4.5 인구통계학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무

년수를 측정하였다.

4. 실증적 분석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신뢰성은 언행일치 .911, 상사신뢰 .929, 심리적 안전

감 .923, 발언행동 .872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item N Cronbach's α

Behavioral Integrity
Trust in Leaders

psychological safety
Voice Behavior

7
8

7
5

.911

.929

.923

.872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전체단위에 대한 탐색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요

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분산 설명력이 67.950%로 나타났

다. 따라서 유의적인 설문문항들을 이용하여 확인요인분

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로 항목구성의 적합도는 χ²(작을수록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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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χ²에 대한 p값(≥ .05), χ²/df(≤ 5), IFI, NFI, 

CFI(Index: ≥ .90), RMSEA(Index ≤ .08) 등을 이용하

였다[56-58]. 확증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적합도가 높고, 모든 연구단위들에 대한 표준 적재치가 

≥ .651로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59, 60]. 개념신뢰

도가 0.7이상, 평균분산추출이 0.5이상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variable
standardized 

loading
C.R AVE

Behavioral 
Integrity

BI7
BI6
BI5

BI4
BI3
BI2
BI1

0.805
0.756
0.767

0.787
0.795
0.723
0.762

.940 .693

Trust in 

Leaders

LeT8
LeT7
LeT6
LeT5

LeT4
LeT3
LeT2
LeT1

0.853
0.880
0.761
0.760

0.757
0.874
0.778
0.651

.959 .745

psychological 
safety

PS7
PS6
PS5

PS4
PS3
PS2
PS1

0.898
0.747
0.760

0.834
0.908
0.727
0.705

.948 .726

Voice Behavior

VB5
VB4

VB3
Vb2
Vb1

0.697
0.709

0.786
0.826
0.787

.923 .707

χ2=1343.739(p=.0000), d.f.=318,  χ2/df=4.226, IFI= .923 NFI= .902, 
CFI= .902, RMSEA= .078

Table 2. Validity Analysis Results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이 모든 변수들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두 잠재변수 각각의 분산추출

제곱근보다 두 변수간 상관관계계수가 작아 판별 타당성

이 입증되었다[54].

　 BI LeT PS VB

mean 3.5684 3.7904 3.7200 3.9769

SD 0.6509 0.6193 0.6754 0.6180

BI .693(.832) 　 　 　

LeT .703** .745(.863) 　 　

PS .706** .698** .728(.852) 　

VB .374** .415** .519** .707(.841)

* p< 0,05, ** p<0.01.
밑줄친 숫자 :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   ) 숫자 : 잠재변수의 AVE 값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4.2 가설의 검증

발언행동에 언행일치, 상사신뢰, 심리적 안전감, 통제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통제

변수가 발언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가설검

증에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않았다.

언행일치와 발언행동 간에 상사신뢰의 매개역할를 검

증하기 위해서 AMOS 21.0를 이용하였으며, 신뢰구간 

95%에 부트스트래핑 5,000회 지정하였고 상사신뢰는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ble 4, Table 

5, Fig. 2와 같다. 

Table 4와 같이 연구모델을 전반적 적합지수를 사용

하여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χ²/df 가 5보다 작으며,  

AGFI가 적합판단기준에 약간 못 미치지만 다른 지표들

이 0.9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델은 매우 적합도가 높

은 모델로 해석된다.

χ² df GFI AGFI NFI CFI RMR

Coefficient 284.084 62 .9904 .859 .925 .940 .037

Table 4. Goodness of Fit Statistics

path β se C.R p

Direct VB BI 0.338 0.050 6.703 .000**

Direct

LeT BI 0.480 0.041 11.838 .000**

VB
BI 0.236 0.066 3.571 .000**

LeT 0.208 0.087 2.380 .017*

주: BI:언행일치, LeT:상사신뢰, VB:발언행동
LLCI, ULCI :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과 상한값
* p<0.05, ** p<0.01에서 유의함.

Table 5.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leaders between 

behavioral integrity and voice behavior

Fig. 2.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leaders between 

behavioral integrity and voic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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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p LLCI* ULCI**

Total 0.336 0.053 0.006** 0.256 0.435

Direct 0.236 0.066 0.000** 0.110 0.365

Indirect 0.100 0.052 0.038* 0.029 0.195

Table 6. Indirect effect of trust in leaders between 

behavioral integrity and voice behavior

첫째, 가설 Ⅰ를 검증한 결과, 언행일치가 발언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β= .338, p<0.01)을 미치고, 매개변

수를 투입한 경로에서도 정(+)의 유의한 영향(β= .236, 

p<0.01)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Ⅰ은 채택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43]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설 Ⅱ를 검증한 결과 언행일치가 상사신뢰에 

정(+)의 유의한 영향(β= .48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Ⅱ는 채택되었다. 

둘째, 가설 Ⅲ을 검증한 결과, 상사신뢰는 발언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β= .208, p<0.01)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Ⅲ은 채택되었다.

셋째, 가설 Ⅳ 상사신뢰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구간을 95%,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전체 간접효과의 크기는 0.100(0.029~0.195)

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행일치와 발언행동간 경로의 총효과가 

β= .338(p<0.01)이었다가 상사신뢰가 투입되면서 직접

효과가 β= .236(p<0.01)으로 감소하여 언행일치와 발언

행동 간의 관계를 상사신뢰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Ⅳ는 채택되었다.

넷째, 연구가설 Ⅴ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역할을 검증

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이용하

였고, 신뢰구간 95%, 부트스트래핑 5,000회 지정하였고 

상사신뢰와 심리적 안전감은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Table 7과 같이 심리적 안전감은 발언행

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β= .4220, p< .01), 상사신뢰와 

심리적 안전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의 유의한 영향(β= 

.1303, p<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심리적 안전감에 따라서 상사신뢰가 발언행동에 미치

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심리적 안전감이 높

을수록 발언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작용항

을 추가함으로써 R² 변화량이 .0139이고 통계적으로(p< 

.01) 유의하여 심리적 안전감은 언행일치를 통한 상사신

뢰와 발언행동 간에 조절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언행일치와 발언행동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의 

조건부 간접효과(언행일치→상사신뢰→발언행동)는 심리

적 안전감 값이 M(평균)-1SD(표준편차)(-.6754)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M(.0000)에서부터 M+1SD(.6754)에서는 

유의하였다. 즉, 심리적 안전감이 평균에서 높을 때 언행

일치가 상사신뢰를 매개로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었다. 또한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0.0872이고 95%의 신뢰구

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0.0047, 0.1486)이 0을 포함하

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Ⅴ

는 채택되었다.

path β se t p LLCI ULCI

LeT

constant -2.3877 0.1194
-19.992

0
.000 -2.6225-2.1530

BI 0.6691 0.0329 20.3210 .000** 0.6044 0.7339

R²= .4946, F=412.9442, p= .000***

VB

constant 4.0571 0.2185 18.5657 0.000 3.6276 4.4867

BI -0.0331 0.0607 -0.5455 0.586 -0.1524 0.0862

LeT 0.1479 0.0640 2.3100 0.021* 0.0220 0.2737

PS 0.4220 0.0580 7.2697 .000** 0.3079 0.5361

Let X PS 0.1303 0.0455 2.8624 .004** 0.0408 0.2198

R²= .2895, F=42.6828, p= .000***

Increase in R² according to 

interaction

R² change F p

.0139 8.1935 .004**

주: BI:언행일치, LeT:상사신뢰, PS: 심리적 안전감, VB:발언행동
LLCI, ULCI :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과 상한값

* p<0.05, ** p<0.01에서 유의함.

Table 7.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leaders between 

behavioral integrity and voice behavior

PS Effect se t p LCI ULCI

-0.6754 0.0599 0.0661 0.0963 0.3653 -0.0700 0.1897

0.0000 0.1479 0.0640 2.3100 0.0214 0.0222 0.2737

0.6754 0.2359 0.0756 3.1181 0.0019 0.0872 0.3846

Table 8. Conditional effect of trust in leaders according 

to psychological safety

Fig. 3.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afety 

between trust in leaders and voice behavior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4호242

PS Effect se LCI ULCI

-0.6754 0.0401 0.0520 -0.0597 0.1447

0.0000 0.0989 0.0500 0.0003 0.1951

0.6754 0.1578 0.0591 0.0391 0.2711

Table 9. Conditional effect of according to psychological 

safety

Index se LLCI ULCI

0.0872 0.0362 0.0047 0.1486

Table 10.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5.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사의 언

행일치가 구성원들의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 언행일치와 발언행동 간의 관계에서 상사신뢰가 매개

효과가 있는지, 상사의 언행일치를 통한 상사신뢰와 구성

원의 발언행동 간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서비스 관련 업종으로 보험, 증권, 

은행, 컨설팅, 신용카드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하여 42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상사의 언행일치가 상사신뢰와 구성원

의 발언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구성

원들이 상사의 이전에 언급한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인식하면 상사를 신뢰하고 업무와 관련한 발언행동이 증

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사의 언행일치는 구

성원들에게 상사가 신뢰할만하다고 인식하게 만들고, 업

무수행에 관한 발언행동이 높아짐으로써 조직에 대한 애

착심과 소속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사신뢰는 상사의 언행일치와 구성원의 발언행

동 간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사의 언행일치

가 구성원들의 발언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

지만 상사신뢰를 통하여 영향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구성원들이 상사가 언행일치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상사를 신뢰하게 되고, 바람직한 업무수행을 위한 발언행

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

사신뢰는 상사의 언행일치가 구성원들의 발언행동을 높

이고자 하는 의지를 한층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61]. 

셋째,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감은 상사신뢰와 구성원

의 발언행동 간에 조절효과가 있으며, 심리적 안전감이 

평균에서 높을 때 언행일치가 상사신뢰를 매개로 발언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심리적으

로 안전감을 높게 인식할 때 발언행동이 높게 나타난다

는 선행연구[62]와 같은 결과로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

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발언행동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 시사점을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으로 상사의 언행일치와 구성원의 발언행

동 간에 상사신뢰의 매개효과와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

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언행일치와 상사신

뢰, 발언행동에 관한 국내 연구의 기반이 부족함에도 불

구하고 언행일치가 상사신뢰와 발언행동에 미치는 효과

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상사

신뢰를 매개로 상사의 언행일치가 구성원들의 발언행동

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언행일치

로 인한 상사신뢰와 발언행동간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상

황요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지

닌다. 

실무적으로 첫째, 경영자들의 언행일치가 불확실한 경

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

로, 경영자들이 내세운 인재상, 비전, 미션 등이 조직 내

에 내재화되어 살아있는 철학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

사의 언행일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경영자는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상사신뢰는 상사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고 조직에 대하여 긍정적 발언행동을 유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언행일치를 통한 상사신뢰와 발언행

동 간에 관계에서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감에 따라 다

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사의 언행일치를 통한 상사신뢰

와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감은 구성원의 발언행동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

서 조직차원에서 상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첫째, 연구대상이 언행일치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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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인으로 작용하는 서비스 관련 업종의 보험, 증권, 은

행, 컨설팅, 신용카드사들의 구성원들만이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른 산업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63].

둘째, 기존의 연구나 본 연구에서 상사의 언행일치는 

단일요인으로 측정하였다. 그렇지만 상사의 언행은 개인

적 특성과 업무에 따른 언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사의 언행일치 변인을 구분하여 다차원으

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사의 언행일치와 관련한 보다 다양한 결과변

수를 선정하여 상사신뢰의 매개효과와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를 측정하거나, 더 다양한 매개 혹은 조절변수의 

대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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