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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직은 과거에 비해 변화 지향적인 대응방식이 필요하고 조직의 존속 및 발

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관리모델에 적응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리더와 새로운 리더와 

부하관계를 원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기업들은 많은 어

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

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게 된다. 이로 인해 리더십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고찰을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산업에 종사자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상사의 신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서번트 리더십, 조직몰입, 상사신뢰,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

Abstract  Business organizations intend to survival in the global market with a dramatically changing 

environment, an efficiency management process is obviously needed. The traditional management ways can not

follow the steps of the new world. In another word, leaders now have to focus on building a new 

employee-employer relationship. Globally, as the economic recession continues and consumption shrinks, 

companies face a lot of difficulties. Companies will, eventually, fall behind in the market unless they respond 

to this constant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market, systematically.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can be said to be highest ever.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preceding research on servant leadership 

and carried out an empirical analysis with the workers in the service indust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servant leadership had positive impa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hat the boss's trust affected the impact of servant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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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으로 장기 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나 기업들은 살아남기 하여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의 경우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까지

는 미지수이다. 

기업들의 경우는 경기불황이 지속 으로 이어지면, 결

국 소비 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기업의 생존에 지 한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기업들은 끊임

없이 변하는 경 환경과 시장에 한 체계 인 응을 

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게 된다. 

따라서 리더십의 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리더십은 과거에도 요하게 논의된 과제

이며, 재에도 요한 과제로서의 역학을 하고 있다. 드

러커(2010)는 미래경 에서 지식정보화시 에서는 더 이

상 기업내에서 상사와 부하의 구분이 없을 것이며, 지시

와 감독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1].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시 에서는 리더라는 우월한 지 를 이용하여 부하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치에서 부하들의 능력과 역량을 

키워  수 있으며 헌신을 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기업이 환경의 변화에 한 응과 생존을 

해서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집 과 증 , 유발시킬 

수 있는 매우 요한 요인이다. 최근에 리더십은 직

인 감독과 통제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율성(autonomy)과 

창의성(creativity)에 입각하여 체 인 방향과 범 , 종

업원들의 직무나 는 조직에의 몰입(involvement)을 증

시킬 수 있는 탄력 인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2]

서번트 리더십은 일반 인 리더십에서 정의되고 있는 

리더 심의 통제  지시가 아닌 서번트라는 곳에 

을 맞추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조직의 특성에도 잘 부합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통 인 리더십은 부분 탑다운 방식으로 특별한 

권 를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자 인 역할에 

이 맞추어져 있다면,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조직

의 구성원들을 섬기고 리더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공

감 의 형성을 통해 기업의 궁극 인 비 의 달성을 이

룰 수 있도록 해주는 리더십이라는 에서 통 인 리

더십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서번트 리더십에 한 심이 증가를 하고 있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조직의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는 일반

인 리더십이 아닌 섬기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개

인  조직에 서비스에 한 심을 확 하고 이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실용주의 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에도 불구하고 서번트 리더십에 

한 서비스 기업들 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번트 리더십, 조직의 유효성인 직

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상사신뢰에 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첫째, 서번트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의 계를 규명하고, 둘째,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고 있는 상사신뢰는 서번트 리더십, 직무만족, 조

직몰입, 조직시민행동과의 계에 한 조 효과를 실증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 많은 분야에서 서번트 리더십에 한 연구가 진

행 되고 있으나, 직 인 측정을 통한 검증을 분석한 연

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

에 한 선행연구들에 하여 고찰을 하고, 이를 통해 서

비스 산업에 종사자하는 종사자들을 상으로 실증 분석

을 수행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서번트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이미 오래 부터 인류 역사를 통해 

인간의 계속에서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훌

륭한 모델은 성경속의 수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Greenleeaf(Robert K.)가 1970년 리더로서의 서번트라

는 논문을 발표[3]하고, AT&T 교육을 해 술한 서번

트 리더십이 나오게 되면서 학문 으로 심을 받게 되

었다. Greenleeaf(1991)는 타인을 해 사하기 해 조

직구성원, 고객,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

구를 만족시키기 해 헌신하는 것을 서번트 리더십이라

고 정의하 다[4].

서번트 리더는 다른 리더와는 다르게 섬기는 것을 우

선시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고 우선시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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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사람들은 특별한 선택을 통해 리더가 되고자 

열망을 한다. 부분 권력을 차지하기 함이나 물질

인 이득을 해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

다. 요한 것은 섬기는 것을 먼  실행을 하고 그 이후

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다

[3].

일반 으로 서번트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경청, 

감정이입, 치유, 설득, 청지기, 헌신 등이 있다. 경청은 다

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

미하며,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  이해

하고 감정의 이입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해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는 서번트 리더십에서도 요한 부

분이다. 치유라는 과정을 통해 상 방의 변화를 가능하

게 하기 때문이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에 

기반한 가치 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헌신은 다른 사람을 

해 가없이 노력을 하는 가치 이라고 할 수 있다[5].

이 응(2010)은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을 7가지로 분류

하 다[6].  

(1) 자신을 서번트 는 지원자로 인식한다.

(2) 조직에서 가장 가치있는 자원은 사람이라고 인식

한다.

(3) 늘 학습하는 태도를 보인다.

(4) 먼  경청한다.

(5) 설득과 화로 업무를 추진한다.

(6)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한다.

(7) 권한 임을 통해 리더십을 공유한다. 

2.2 상사신뢰

사 인 의미에 따르면, 신뢰란 ‘믿고 의지함’이다 신

뢰는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재차 신뢰 계가 형성되면 상 의 기 를 벗어나는 

행 는 억제한다. 그것에 의해 상 의 행 를 측할 수 

있게 된다. 신뢰가 상 의 행 를 측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기(豫期)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지 한 것은 

N. 루만(Niklas Luhmann)이었다. 행 자는 상 의 행동

을 측 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는 수 의 많은 정보를 이

용함으로써 상 의 행동을 기할 수 있게 한다[7]. 

신뢰는 기업  조직의 운용을 이 보다 더 효율 으

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성공 인 업무를 달성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고 할 수 있다[8].

Diffie-Couch(1984)는 조직의 구성원들에 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신을 하게 된다면, 조직 구성원의 몰입을 감

소시키고,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이 하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에는 타 회사로의 이직율이 높아진다고 주장을 하

다[9]. 

Kimeyer(1987)는 조직에서 상사와 부하간의 커뮤니

이션에서 신뢰의 요한 역할에 해 강조를 하 으며, 

신뢰는 커뮤니 이션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

키며, 정 인 정보 뿐만 아니라 부정 인 정보도 공개

시키는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 다[10].

Lewiciki(1990)는 부하들의 상사에 한 신뢰는 상사

의 행 에 한 확신 있는 행동의 결과로서의 정 인 

기 로 정의를 하 다[11]. Mayer(1995)는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에 기반

하여, 자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험을 감수하

는 행동이 신뢰라고 정의하 으며[12], Zand(1997)는 신

뢰란 직 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악용한다면 어느 

정도는 피해를 받을수 있는 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고 주장하 다[13].

2.3 조직의 유효성

2.3.1 직무만족

개인의 주 인 정서에 한 반응 는 개인에게 주

어진 직무에 하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족의 정도

를 직무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Bently & Remple(1970)

는 개인이 주어진 직무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할 때 갖게 되는 직업  심, 열외라고 정의

하 다[14]. McCormick & Tiffin(1974)는 조직 구성원들

에 의해 유지되는 태도의 특정한 하  단 로 직무에 

해 조직 구성원들이 갖는 감정 인 반응이라고 주장하

다[15]. Locke(1976)는 직무만족을 개인의 직업을 평가하

거나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쾌함이나 좋은 정서  상태라고 주장하 다[16]. 직무

만족은 조직구성원의 정 인 행동에 향을 주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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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요한 요인아라고 할 수 있다

[17].

Smith(1955)는 직무만족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직무

와 련하여 경험하는 감정의 총화 는 감정의 균형 상

태에서 기인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하 으며[18], 

Alderfer(1972)는 한 개인이 직무에 해 가지고 있는 일

련의 태도로써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 충족되는 유쾌한 

정서 인 상태 는 태도로서 건강, 귀속, 성장 등 제반욕

구의 차원이 포함된다고 주장하 다[19]. 

Gilmer(1966)은 직무에 한 만족과 불만족은 자신의 

직무에 해 련이 있는 다양한 요인 는 일반 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에 한 결과라고 주

장을 하 다[20].

Longest(1976)는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해 느끼는 지속 인 상황이며, 조직 구성원이 직무에서 

기 하고 경험할 수 있는 차이 을 인식하는 것이 직무

만족이라고 주장하 다[21]. 일반 으로 정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만족을 느끼고, 부정 인 태도를 가진 사람

은 불만족을 느낀다고 할 수가 있다.

2.3.2 조직몰입

조직몰입에 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까지 없으며, 학

자들의 연구특성과 목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heldon(1971)은 개인의 정체성을 조직에 연결하고 

는 조직에 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도록 하는 조직의 

심리 인 결속을 조직에 한 정  평가 는 조직의 

목표에 일치시켜 자발 으로 일하고자 것을 조직몰입이

라고 정의하 다[22].

Buchanan II(1974)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 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identification)하고, 자기의 역할  활동에 

있어 심리 인 에서 몰두하거나 심인 몰입 는 

조직에 한 애착과 조직에 한 정 인 감정을 나타

내는 충성심 등이 조직 몰입이라고 주장을 하 다[23].

Scholl(1981)은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서 맡

겨진 역할을 수행하고 신 이며 자발 인 행동을 하도

록 하는 잠재 인 힘을 조직몰입이라고 주장하 다[24].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개인이 특정한 시 의 환기

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직몰입, 만족, 성과 등이 

격히 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극

복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 바로 조직몰입이라고 주

장을 하 다[25,26].

조직몰입에 한 이러한 개념속에는 첫째, 조직이 추

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한 간한 신뢰와 수용, 둘째, 조직

을 하여 애쓰려는 의사, 셋째,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남

아있으려는 강한 의욕을 들 수 있다[27]. 이는 조직이 성

공하고 번창하게끔 돕기 해서 개인이 조직을 해 무

언가를 하려는 극 계라는 에서 조직성과를 높여

야 하는 조직 리자에게는 매우 요한 개념이다[28].

2.3.3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이란 공식 인 자신의 업무도 아니고 이

에 따른 한 보상도 없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을 해 

자발 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 으

로 조직시민행동에는 이타성, 양심성, 스포츠맨십, 의

성, 시민정신의 5가지 요소가 있다. 이타성은 도움을 필

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가없이 자발 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행동을 의미하고, 양심성은 자신의 양

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암묵 인 규칙과도 같은 

것이다. 스포츠맨십은 어떠한 일을 수행하던지 간에 정

정당당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의성은 의견조

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 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 방에게 의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시민정신은 조

직내의 공식 , 비공식 인 활동에 극 으로 참여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Organ(1988)은 조직의 공식 인 보상시스템에 의해서

는 직 , 그리고 구체 으로 보상되지 않는 종업원의 

자발 인 행동으로 조직의 효과 인 운 에 공헌하는 개

인행동으로 조직시민행동을 정의하 다[29]. 조직시민행

동에 한 연구 기에는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30]. 

Smith et al.(1983)는 이타주의, 일반화된 순응으로서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를 악하 으며[31], Graham 

(1991)은 규칙 수, 이타주의, 우월성 추구, 충성심, 시민

정신을 구성요소로 보았으며[32], McKenzie et al.(1998)

은 이타주의, 양심성, 스포츠맨십, 의성, 시민정신을 조

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로 제시를 하 다[33]. 그러나 양

심성과 외성은 이타주의와는 개념 인 구분에 있어 모

호성을 가지고 있어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에서 제외

되고 있는 실정이다[34]. 조직시민행동은 서비스품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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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만족, 생산성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신뢰, 변

 리더십, 리더십 유효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의 향

을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35]. 

2.4 선행연구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의 유효성에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번트 리더십을 이타  소명, 총명성, 감정

 치유, 조직의 청지기 정신, 역량강화 등 5가지 요인과 

리더신뢰,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간의 계를 분석하 다

[36]. CEO의 거래  리더십과 변  리더십이 조직유효

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37].  

정은주, 안정선(2009)은 사회복지 에서 서번트 리더

십이 직무만족과 조직의 내부 서비스질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을 하 다[38].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만족과 내

부서비스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서

비스질이 직무만족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서번트 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과계가 내부서

비스질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장상

국(2012)은 서번트 리더십과 신뢰구간에서 서번트 리더

십의 구성요소인 경청, 자율, 겸손에서 경청과 자율이 신

뢰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율

과 직무만족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9]. 

3.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연구목 에 따라 SEM(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인과 계를 악하고자 한다. 이에 서비스 기업인 J

사를 심으로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의 유효성인 직무만

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하고, 상사의 신뢰가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의 유

효성 간에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리더십은 종종 어떤 하나의 목 을 달성하기 해 개

인이나 집단 구성원들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도 정의할 수 있다. 올바른 상사의 리더십은 조직의 구성

원에게 정 인 향  마인드를 심어  뿐만 아니라 

정 인 행동을 일어나게 한다. 이러한 상사의 행동들

은 조직의 구성원들의 행동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

[Fig. 1] A Summary of Research Model

한 서번트 리더십과 직무만족간의 계를 분석한 연구

를 살펴보면, 서번트 리더십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

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40,41,42]. 즉, 통 인 리

더십과는 다르게 섬김을 요시하는 서번트 리더십은 조

직의 유효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면을 고려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H1. 서번트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3.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Podsakoff et al.(1990)는 리더십이 종속 변수에 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뢰는 잠재 인 매개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을 하 다[43]. 서번트 리더는 솔

선수범하여 사를 하며,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해 이해하고 경청하며, 부하들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유능한 부하로의 육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상 으로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

치와 목표를 조직목표와 동일시하여 조직의 구성원으로

서 남아 있기를 바라며, 조직에 정서  애착과 일체감을 

가지고 몰입하며, 조직의 목표  가치 을 받아들여 조

직을 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44].

Mayer et al.(2008)은 서번트 리더십과 직무만족간의 

향 계를 살펴보았으며, 조직의 공정성을 매개효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45]. 최동주(2008)는 독립변수인 

서번트 리더십(이타  소명,치유,지혜,설득,청지기정신)

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간에 매개변수인 신뢰가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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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AVE

Servant Leadership 1 0.8275

0.9555 0.9486 0.6616

Servant Leadership 2 0.8339

Servant Leadership 3 0.7910

Servant Leadership 4 0.8464

Servant Leadership 5 0.8300

Servant Leadership 6 0.8369

Servant Leadership 7 0.7273

Servant Leadership 8 0.8485

Servant Leadership 9 0.8041

Servant Leadership 10 0.8516

Servant Leadership 11 0.7385

Superior Trust 1 0.9144

0.8752 0.7858 0.7033Superior Trust 2 0.8887

Superior Trust 3 0.6957

Organizational Commitment 1 0.8061

0.9110 0.8842 0.6315

Organizational Commitment 2 0.7574

Organizational Commitment 3 0.8975

Organizational Commitment 4 0.8089

Organizational Commitment 5 0.7486

Organizational Commitment 6 0.7387

OCB 1 0.7588

0.8645 0.8220 0.5123

OCB 2 0.7010

OCB 3 0.8087

OCB 4 0.7314

OCB 5 0.5595

OCB 6 0.7270

OCB 7 0.5244

Job Satisfaction 1 0.8585

0.8975 0.8481 0.6870
Job Satisfaction 2 0.8767

Job Satisfaction 3 0.8111

Job Satisfaction 4 0.7644

<Table 1> Scale items, Factor Loadings and Reliability

수에 하여 직간 으로 부분 인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 다[46]. 일반 으로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의 유효성

에 향을 미치기 해서는 신뢰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

는 더욱 증 될 것으로 보이며,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종업원들이 상사에 한 신뢰가 높을수록 서

번트 리더십이 효과를 증 시켜 조직의 유효성에 큰 

향을 미친다는 면을 고려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H4. 서번트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미치는 계는 상사

의 신뢰에 향을 받을 것이다.

H5.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미치는 계는 상사

의 신뢰에 향을 받을 것이다.

H6.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계는 

상사의 신뢰에 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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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의 유효성인 직무만

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인과 계를 검증하는데 주된 목 이 있다. 각 측정문

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고찰을 통해 선별하

으며, 본 연구에 합하도록 문항을 수정하 다. 서번트

리더십은 Barbuto & Wheeler(2006), 최동주(2008), 김종

구(2008)의 연구를 참고하 으며, 상사신뢰는 Cook & 

Wall(1980), 최동주(2008), 조직유효성  직무만족은 

Locke(1976), Podsakoff et al.(1998), 신용세, 김선배

(2013), 조직몰입은 Sheldon(1971), Buchanan II(1974), 

김재붕(2008), 신용세, 김선배(2013)를 참조하 다. 

조직시민행동은 van Dyne, Graham, & Dienesch(1994)와 

윤만희(2000), 김재붕(2011)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 다.

4. 연구방법

4.1 표본의 특성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검증을 해 Smart PLS 

2.0을 사용하 다. 

PLS는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에 한 요구 사항이 비

교  엄격하지 않으며[50], 측정항목과 구성개념 간의 

계가 조형지표인 모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PLS 기

법이 합하다고 단되어 이를 이용하 다.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다. 본 연구를 해 2014년 10월10일~25일 설

문지 160부를 배포하 고 회수한 설문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을 빼고 140부를 선택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의 조사 상 기업은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J사

를 상으로 하 다. 경력은 3.14년으로 나타났으며, 남

성 종사자 88.3%, 여성 종사자 11.7%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은 조직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층은 20  

39.6%, 30  46.1%, 40  이상 14.3%로 나타났다. 

학력사항으로는 고졸 70.8%, 문 졸 11.7%. 졸 

16.2%, 학원졸 1.3%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고졸이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측정요인의 타당성 분석

PLS 분석에서는 측정문항과 구성개념에 해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검증을 요구한다. 내

일 성은 반 지표(reflective indicator)를 상으로 

Fornell & Larcker(1981)의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와 신뢰성으로 검증하 다[51]. 

조형지표(formative indicator)는 내  일 성 검증에

서 제외하 다. 왜냐하면 조형지표는 설문문항들 간의 

상 계가 필요조건이 아니어서 내  일 성을 규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52]. 

검증결과, 복합신뢰도는 Nunnally(1987)이 주장하는 

기 치인 0.7이상으로 나타났고, 신뢰성 검증에 리 사

용되는 크론바하 알  값은  Nunnally(1987)가 주장하는 

기 치 0.7이상으로 나타났다[53]. 

집 타당성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와 

구성개념에 한 요인 재값으로 검증하 다. AVE는 

Fornell & Larcker(1981), Chin(1995)등이 주장하는 기

치인 0.5이상으로 나타났고, 구성개념의 요인 재값은 일

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Fornell & Larcker(1981)의 

검증 기 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1>.

별타당성은 구성개념 간의 상 계수 값들의 각선 

축에 표시되는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 계수 값보다 큰것인지 여부로 검증한다[51]. 분석결

과, AVE의 제곱근 값  가장 작은 값(0.7158)이 가장 큰 

상 계수 값(0.6772)보다 상회하 다.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별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도 있다. 확인  요인분석에서는 구성개념에 한 요인

재값이 다른 구성개념에 한 요인 재값 보다 커야 

하는데, 분석결과 모든 설문문항이 본 요건을 모두 충족

하 다<Table 2>.

Servant

Leadership
0.8134

Superior

Trust
0.5663 0.8386

Organizational 

Commitment
0.5651 0.5015 0.7947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0.5071 0.4891 0.6772 0.7158

Job

Satisfaction
0.1108 0.2133 0.3291 0.2248 0.8288

<Table 2> Latent Correlation and Square Root of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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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 연구모델에 사용된 구성개념과 측정

문항에 한 내 일 성, 집 타당성, 그리고 별타당성

을 검증한 결과, 기  요건을 부분 충족시켰기 때문에 

본 모형은 구조모형 분석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가설의 검증결과

본 연구모형의 PLS 분석결과는 [Fig. 2]와 같다. 

PLS 분석에서 경로 모델의 설명력은 분산설명력

(explained variance)인 R²값으로 표 된다[54]. PLS의 

R²분석결과, 조직몰입에 한 효과는 39.0%, 조직시민행

동에 한 효과는 32.7%를 설명하 다. 그러나 직무만족

에 한 설명력은 5.3%로 나타나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두 요인이 Falk & Miller(1992)

가 제시한 정 검정력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55]. PLS 분석을 통해 경로계수와 경로계수의 유의성

을 검증하 다.

[Fig. 2] A Summary of Hypothesis Testing

이를 해 체표본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에 한 경

로계수를 구하고, PLS에서 제공하는 부스트랩 방식을 이

용하여 경로계수의 t값을 산출하 다. <Table 3>은 이러

한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연구가설 순

서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th
Coeffi-

cient

t-

value
Result

H1 : Servant L → JS -0.031 0.248 reject

H2 : Servant L → OC 0.394 4.843 accept

H3 : Servant L → OCB 0.329 3.807 accept

H4 :Servant L * ST → JS -0.093 0.414 reject

H5 :Servant L * ST → OC -0.162 1.796 accept

H6 :Servant L * ST → OCB -0.094 0.734 reject

<Table 3> Path Coefficient and t-Value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2(H2),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H3)은 모두 수용되었

다. 그러나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H1)은 기각되었다. 한 상사신뢰

의 조 효과에 한 가설에서는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몰

입의 계에서 상사신뢰(H5)는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번트 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계(H4), 서번

트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계(H6)에서는 조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리더십은 고 을 막론하고 재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몇 안되는 개념 의 하나이며, 한 연구에 따르면, 리

더십의 정의는 약 700개가 넘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 인 리더십의 경우는 부분 탑다운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단일 조직 체계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직의 규모가 차 슬립해지고, 다양한 환경변화

가 일어나면서 바텀업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내가 아니 다른 사람의 성공  성

장을 해서 남을 해 사하면서 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기업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 달성 뿐만 아

니라 직무와 련하여 개개인이 성공  성장을 할 수 있

도록 지원  배려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조

직의 유효성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을 종속

변수로, 상사신뢰를 조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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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기는 자세에서 시작을 

하는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상사를 존경하

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결국에는 몰입도를 높여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통 인 리더십의 경우는 권 인 자

세  태도에서 발생을 하고 부하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강 이었으나, 최근의 조직 추세에 따라 부하들의 

입장세서 생각을 하고 우를 해 다고 하면, 그만큼 조

직 몰입도는 높아질 것이다. 

둘째,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정 인 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부하들은 

공식 인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자발 으로 본인의 업무

가 아닌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사가 섬김의 

자세로 부하들을 해 다면 구체 인 보상 시스템이 존

재를 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자발 으로 나서서 조직을 

해 일하게 된다. 

셋째,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미치는 계는 상

사신뢰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번트 리더십

이 조직몰입에 정 이 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 이기

는 하지만, 상사에 한 신뢰가 높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 될 것으로 보여진다. 보통 상사에 한 신뢰가 

높을수록 조직에 한 만족이 높아진다는 많은 선행연구

의 결과와 일치를 하는 결과이다.

넷째, 서번트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각이 되었다. 이러한 결

과가 도출된 이유는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설문 조사 상 기업인 J사의 경우는 이미 의사결정

에 한 권한을 일부 인정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서

번트 리더십이 아닌 통 인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서번트 리

더십은 직무만족에 미치는 계는 상사신뢰에 향을 받

지 않았으며,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계는 상사신뢰에 향을 받지 않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  시사 으로는 서비스 기업인 J사를 

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 다는 이다. 그동안 많

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서비스 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

는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이 이 있다. 기

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조직의 유효성의 변수로 직

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을 사용하 으며, 상사의 

신뢰를 사용하여 조직의 유효성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주는 변수들에 해 조 효과를 

분석하 다. 한 분석 방법으로 PLS를 사용하여 구조모

형으로 분석한 것과 조직의 유효성에 향을 주는 요인

의 인과 계에 해 실증 분석을 시도한 것이 가장 큰 기

여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첫째, 연구 상  표본을 특정한 서

비스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직의 유효성에 향

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 다는 이다. 

일반 으로 서번트 리더십 외에도 카리스마 리더십, 거

래  리더십, 변  리더십, 임 워링 리더십 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 외의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추가 설정을 하고 조직의 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상사의 신뢰외에 자기기효능감, 

흡수능력 등의 다양한 변수에 한 체계 인 연구와 분

석이 필요하며, 각 요인들간의 인과 계에 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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