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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조직 불확실성을 낮추고, 핵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주요 방안인 임파워링 리더십과 개인지향 
및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과의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조직 내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이 발현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
다. 이러한 변수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고, 대구·경북 지역의 제조업 종사
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총 346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은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과 조직 지향 조식시민행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셀프리더십이 임파워
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직내의 임파워링 리더십을 정착시키
며, 추후 보다 다양한 표본를 활용한다며, 조직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임파워링리더십, 셀프리더십, 조직시민행동, 임파워먼트, 개인지향 및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
Abstract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dynamic and interdependent. To 
overcome these environmental, the Organization pay attention to the Empowering Leadership. And Empowering 
leadership leads to OCB(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the organization’s members. To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we was set up the research model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We used total 346 questionnaires from the Manufacturing workers in Dea-gu and Kyung-buk re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Empoewering Leadership are positively related to OCBI and 
OCBO. Second, Self Leadership is positively related to OCBI and OCBO, and Trust is only positively related 
to OCBI. Thir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Leadership is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ons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and OCBI, OCBO.  This result i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search field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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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직의 리더십은 조직 불확실성을 낮추고, 핵심 역량

을높이기위한조직의주요방안으로여겨지고있다. 이

러한리더십필요성의증대는연구의영역을팔로워에게

확장하고, 리더를 통해 팔로워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

이조직의효과성을높일수있는방안으로제시한다. 이

러한연구의흐름은팔로워의외재적동기부여를벗어나,

내재적으로 동기를 발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동기와 실제 나타나는 성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임파워먼트(Empowerment)

이다. 개인의 심리적인 의욕 및 동기만으로는 성과와의

연관성을 밝히기에 한계가 드러났고, 실질적인 개인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

서임파워먼트가등장한것이다. 임파워먼트에서강조하

는개인의권한과책임의확대및공유는개인의동기및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게 된다. 이에 따

라 임파워먼트를 발현시키고, 조직 내 정착시키는 임파

워링 리더십이 등장 하였고, 리더의 행동과 종업원의 반

응이라는주요한두가지관점을중심으로연구되고있다[5].

임파워링 리더는 조직 내에서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리더 행동을 나타내게 되고, 팔로워는 이에 대한 반응으

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발현하여, 개인의 동기부여, 자

기효능감등이증가하게된다. 이는팔로워가조직안에

서 파워가 있고, 인정받고 있음을 스스로 지각하기 때문

에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역할 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다[21].

조직시민행동은 일반적인 외재적 보상으로 발현되는

행위가 아니며, 같은 보상에 따라서도 다른 행위를 보이

는특징을가지고있기때문에, 조직내에서구성원의시

민행동을발현시키는원인을밝히는것은학자들의주요

관심연구의영역이다[7]. 이러한흐름에따라사회학, 사

회 심리학, 조직행동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사회적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LMX (Leader-Member

Exchange), 공정성 이론 등을 조직시민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

회적 교환이론을 통해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직무태도의차이를설명하고자한다[9, 25]. 하지만사회

적교환이론은조직과구성원간의교환관계에따른직

무태도와, 조직 구성원간의 심리적 요인에 따른 관계 형

성을밝히는동태적이고통합적인분석을간과하여왔다

[3,6].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이라는 두 가지 연

구의흐름에서파악할수있는것처럼, 조직과개인, 조직

내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야만, 조직 효

과성에대한통합적시각을제시할수있으며, 이러한패

러다임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즉, 조직내에서개인

차원과 조직차원에서, 리더십이란 투입에 대한 산출 효

과를 살펴보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McNeely &

Meglino(1994)에 의해 분류된 조직시민행동의 두 가지

차원인,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지향 조직시민행

동의 관계를밝히는 것은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18].

따라서본연구는임파워링리더십과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 내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이 발현

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관계 분석에서 도출

된 연구 결과는 조직 내의 임파워링 리더십을 정착시킬

방안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지침이 될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임파워링 리더십에 관한 연구  
임파워링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은 조직 내

임파워먼트확산을위한리더의중요성을강조하는리더

십의 개념으로, 조직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 및 자율성

을 확대하는 주는 개념이다[2].

이러한 임파워링 리더십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관점으로, 리더가 가진 권한을 조직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확대하는것을말하며, 궁극적으로는조직차원에

서 구성원의 심리적 동기 및 역량을 증대시키는 행위이

다[30]. 이러한 관점에서 Arnold et al.(2000)은 임파워링

리더의 구체적인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2]. 1)

조직구성원들의업무에대한관심과업무에몰입하는모

습을 보여주는 솔선수범, 2) 조직구성원을 교육시키고,

스스로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도와주는코칭, 3) 의사

결정을내릴때조직구성원들에게정보를공유하여의사

결정에 참여시키는 참여적 의사결정, 4) 필요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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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미션, 철학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구성원들에

게전달하는정보공유, 5) 조직구성원들의전반적인사항

에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는 관심표출의 5가지 임파워링

리더행위들을제시하였다. 또한, Konczak et, al(2000)은

임파워링 리더의 행위를 1) 임파워링 리더십의 핵심 요

인인 권한위임(delegation of authority), 2) 권한 분배에

따른 결과에 관한 책임성 확보, 3) 임파워먼트를 달성하

기 위한 중요한 요인은 자기결정권적 의사결정 장려

(encouragement of self-directed decisions), 4)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공유

(information sharing), 5)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 시키는

기술개발(skill development), 6) 혁신 성과를 위한 코칭

(coaching for innovative performance)이라 주장하였다

[13].

두 번째 관점은 보다 개인적인 측면으로, 임파워먼트

리더 행위와 관련된 조직 구성원의 반응에 관한 관점이

다. 이는리더가조직내임파워먼트를촉진시켜, 직무의

미성을높이고, 능력, 자율성, 기회에대한신뢰를고취시

키는 것이며, 이를 심리적 임파워먼트라 제시한다[8, 29,

33]. 대표적으로 Conger & Kanungo(1998)는 조직 구성

원의임파워먼트를높이기위해서는리더는조직구성원

의 자기 효능간을 촉진시키는 행위를 보여야 하며, 나아

가이를뒷받침해줄수있는조직구조, 제도, 문화등이

필요함을강조하였다[8]. 또한, Thomas & Velthouse(1990)

는 조직의환경적인특성(리더십, 직무특성, 조직 보상제

도 등)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임파워

먼트는 자극, 인지, 행동, 결과의 사회학습 모델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의 인지적인 요인이라 주장하였다[33].

2.2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조직시민행동은조직구성원의자율적활동인역할외

행동(extra-role behavior)의 개념에서시작한것으로, 조

직 효율성의 달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

할 내에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

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요인이라여겨지기때문에관리자들의주목을받아

왔다[15].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에서 개인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효과성이증명되고있고, 특히혁신, 자원의전환, 적응성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조직구성원들이조직시민행동에대해서보다높게인

지할수록 대인관계가 개선되고, 이는 보다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27, 24]. 즉, 조직에서 업무적 관계보다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여, 실제 조직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개인

간 관계를 개선시키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조직 구성원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여, 조직의 인

적자원의 활용도를 증대 시킬 수 있게 한다..

조직시민행동과관련된연구를살펴보면, Puffer(1987)

는신뢰, 만족, 성취및자율욕구, 동료와의경쟁이조직

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고[24],

Moorman, Blakely & Niehoff(1998)는 조직지원인식과

절차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의 독립변수임을 실증연구

하였다[19]. Purvanova, Bono & Dzieweczynsski(2006)

는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특성,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업과 관련된 상황은 과업 완성도에 대한

의미성, 피드백, 자율성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종업원은

상황적특성에따라직무와조직에대한태도및행위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5].

2.3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
리더십이 한명의 리더와 다수의 팔로워, 조직의 상황

등의상호작용에의해만들어진다는기존의연구들과달

리, 조직의목적을달성해가기위해한명의숙련된개인

보다다양한구성원의협조적방향의직무수행이필요하

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러한 리더십에 관한 새로운 관

점은 사회학습이론과 자아통제이론 등과 어우러져 셀프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탄생되었다[4]. 셀프리더십은 리더

가팔로워에게영향력을행사하는기존의리더십의개념

과 달리, 개인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형성되는 일

련의 과정이다[38].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기주도

(self-direction) 및 자기 동기부여(self-motivation)를 이

끌어내기위해스스로에게영향력을행사하는과정이며

[16, 39], 이를 위해행위 및인지전략등을사용하는것

이다[38].

Houghton, Bonham, Neck & Sims(2004)는 그들의연

구에서 셀프리더십과 개인의 성격중 외향성, 성실함, 안

정성 등의변수와관계가있음을분석및개념적인차이

를 설명했다[12]. 또한, Alves et. al(2006)은 개인주의의

구성원은 개인 중심적 셀프리더십을 집단주의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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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계 중심적 셀프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밝히면서,

문화적에따라셀프리더십이변화할수있음을주장하였

다[1]. Manz and Sims(2001)는 셀프리더십이 발휘되면,

스스로 더 높은 통제감(control)과 자율성(autonomy)을

경험하고, 이는 개인의 행위 및 업무 관련 의사결정에서

높은 수준의 독립성(independence)과 관계가 있다고 하

였다[39]. 또한, Houghton and Yoho(2005)는셀프리더십

을 발현하지 못한 구성원은, 조직의 리더의 영향에 의존

적인 성향의 행위를 나타내, 사고와 행동의 독립성이 갈

수록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1].

3. 실증적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가설 1, 2)
조직에서임파워먼트가확산되면, 조직구성원은개인

의 직무에 보다 높은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이는 높은

몰입도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Smith, Organ & Near(1983)는 조직에서리더의지

원과 과업간의 상호 의존성은 조직시민행동을 유발시키

고, 이를통해서임파워된조직구성원은조직및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를 동일시하고, 직무에 대한 의미성

을높게가져, 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역할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27].

즉, 임파워먼트를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은 직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나 및 자기결정권을 높게 지각하게 돼서,

업무처리에솔선수범하며, 조직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33]. 또한, Pierce et

al(1989)은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효능감과

내적 동기를 고취시켜, 조직 내에서 개인의 파워와 인정

받고있음을인지하게만들어조직시민행동을보이게된

다고 하였다[22].

가설 1.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지향-조직시민행동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임파워링 리더십은 개인지향-조직시민행동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임파워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 조직시민
    행동의 관계(가설 3, 4, 5, 6, 7)
셀프리더십은개념적인특이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

임파워링리더십이조직내개인의셀프리더십을키우는

데중요한영향을미친다[31]. 조직구성원이가진셀프리

더십은 임파워먼트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조직구성원 스스로 동기부여, 성과, 효과성에 영향

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도록 한다[17]. 이러한 학술적

근거에도불구하고, 임파워링리더십과셀프리더십의관

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2].

임파워링 리더십은 개인의 동기와 능력을 동시에 이

끌어 낼 수 있는 개념으로[30], 자기 주도적인 의사결정

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재적 보상 및 만족에

보다큰영향을받게되며, 이는셀프리더십의자연적보

상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37]. Pearce &

Sims(2002)는 책임과권한의확대와, 의사결정의참여를

권장하는임파워링리더십은자기주도적으로업무를수

행해야 하는 셀프리더십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21].

이러한셀프리더십의발현은조직구성원의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키고, 이는 긍정적 사고를 만들어 구성원들

간의 호의적인 관계를 만들어 내며, 궁극적으로 자발적

인 보답 행위인 조직시민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높은 수

준의셀프리더십을보이는구성원은자기효능감, 긍정적

적성, 낙관주의 등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향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며 이는 구성원간의 호의적 관계를 이끌어 내

며, 이러한 셀프리더는 역할 외 행위를 나타내서라도 보

답하려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 시민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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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임파워링 리더십은 셀프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셀프리더십은 조직지향-조직시민행동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셀프리더십은 개인지향-조직시민행동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셀프리더십은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7. 셀프리더십은 임파워링 리더십과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임파워링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은 조직에

서리더가구성원들과권한을공유하고구성원의내적동

기부여 수준을 제고시켜주는 리더의 행위로 정의된다

[30]. 본 연구에서는 Arnold et al.,(2000)의 연구에서 제

시되었던 38개 문항중 20개 문항을선정하여측정하였다.

3.3.2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유효성이나 효율성을 증진시

키는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 즉 체화된 보상체계나 규정

된압력에의해서가아닌구성원들의자발적인집합으로

정의하며, Lee and Allen(2002)이 사용한 설문문항을 사

용하여[14],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OCB_I)과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OCB_O)으로 구분하여 14개 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3.3.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비효과적인행동을스스로수정하고효

과적인 행동으로 사고하며, 개인적 효과성 및 성과를 개

선하기 위해 스스로 동기유발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자

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16].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Prussia et al.,(1998)의 연구

에서사용된문항을수정및보완하여, 총 1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4 조사대상과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중·소 제조업 종사

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7년

5월 22일부터 2017년5월 26일까지배포및회수되었으며,

총 346부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Category N Percentage

sex
male 169 48.8
female 177 51.2

age

under 25 30 8.7
under 35 127 36.7
under 45 98 28.3
under 55 82 23.7
over 55 9 2.6

academic
ability

a high school graduate 207 59.8
college graduate 48 13.9
a university graduate 75 21.7
graduate school 16 4.6

position

member of the staff 207 59.8
section chief 61 17.6
senior manager 38 11.0
general manager 30 8.7
executive 10 2.9

tenure

1 ∼ 3 196 56.6
3 ∼ 5 62 17.9
5 ∼ 7 24 6.9
7 ∼ 10 31 9.0
over 10 33 9.5

<Table 1> Structure of the sample

Variables Factors Questions Cronbach's α

Empowering
Leadership

leading by example 4 0.883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4 0.923
coaching 4 0.902
informing 4 0.912
showing concerning 4 0.833

Self
Leadership

behavior-focused strategies 6 0.886
natural reward strategies 6 0.905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5 0.842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irected-Organization 7 0.939

Directed-Individual 7 0.939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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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의 분석 및 해석
3.3.1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α 계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신뢰성 계수

는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뢰성계수

값이 0.6 이상이면충분한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에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은 확보되었

다. 다음의 <Table 2>는 신뢰성 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서, 측정도

구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이 탐색석 요인분석방

법 보다 단일차원성 검정에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각

측정변수들에대한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자료

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χ2, GFI, CFI, NFI, RMR

값을사용하였다. 척도의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은 AVE 값이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

하는지여부를검토하였다(Fornell and Larcker,1981). 이

평가에서 상관계수 제곱 값이 모두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와같이, 개인지향조직시민행동 7번문항은

요인적재치와, SMC값이 기준값에 부합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제거하였다.

4. 가설검증
4.1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

2=288.913, df=164, p=.000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Variables Factors
Factor
Loading

T S.E

Empowering
Leadership

ELa 1

ELb 1.008 17.746 0.058

ELc 1.157 22.344 0.052

ELd 1.230 20.756 0.059

ELe 0.929 16.070 0.058

Self
Leadership

SLa 1

SLb 0.868 14.197 0.061

SLc 0.737 14.226 0.052

OCB-O

OCBOa 0.805 16.092 0.050

OCBOb 1

OCBOc 1.022 19.929 0.051

OCBOd 1.020 19.747 0.052

OCBOe 1.055 18.374 0.057

OCBOf 0.994 20.220 0.049

OCBOg 1.023 18.371 0.056

OCB-I

OCBIa 1

OCBIb 1.096 24.962 0.044

OCBIc 1.066 23.480 0.045

OCBId 1.040 22.752 0.046

OCBIe 1.027 21.493 0.0478

OCBIf 1.020 22.938 0.044

Model Fit
χ2=815.007***,
GFI=0.8510, CFI=0.945, NFI=0.910, RMR=0.030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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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값이 크면 모델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만, 사례수에민감한특성이있기때문에그외

다른 적합도 지수를 참조하여 판단하였다. 모델을 채택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적합지수

(GFI), 비교적합도지수(CFI), 표준적합도지수(NFI)는 0.9

이상, RMR은 0.05이하로나타나면구조모형의적합도를

인정한다. 하지만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판단 기준

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므로, 전반적인 수치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도는 GFI=0.882, CFI=0.952,

NFI=0.925, RMR=0.044로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으로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χ2 df p GFI CFI NFI RMR

480.028 184 .000 0.882 0.952 0.925 0.044

<Table 6> Model Fit

4.2 가설의 검증
가설 1의 검증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지향 조

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13, p<.001). 따라서가설 1은채택되었다.

가설 2의 검증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은 개인지향 조

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45, p<.001). 따라서가설 2는채택되었다.

가설 3의검증결과, 임파워링리더십은셀프리더십에

Factor Standard error AVE C.R

Empowering
Leadership

1 .818 .023

0.995 0.976
2 .809 .016
3 .940 .010
4 .896 .020
5 .754 .018

Self
Leadership

1 .849 .018
0.990 0.9712 .738 .021

3 .739 .015

OCB-O

1 .885 .015

0.996 0.976

2 .899 .016
3 .875 .019
4 .862 .020
5 .838 .023
6 .865 .019

OCB-I

1 .750 .022

0.996 0.972

2 .826 .021
3 .865 .017
4 .860 .017
5 .821 .024
6 .873 .015
7 .821 .023

<Table 4> Construct Reliability and AVE

1 2 3 4

Empowering
Leadership

.976 0.308 0.295 0.247

Self
Leadership

0.555 .971 0.360 0.3452

OCB-O 0.543 0.600 .976 0.308

OCB-I 0.497 0.585 0.555 0.972

under the diagonal is coefficient of correlation, diagonal is the EVA, over the diagonal is coefficient of correlation’s square

<Table 5> Coefficient of Correlation and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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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498, p<.001).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4의검증결과, 셀프리더십은조직지향조직시민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0.468, p<.001).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가설 5의검증결과, 셀프리더십은개인지향조직시민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0.606, p<.001).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4.3 매개효과 검증(가설 6, 7)
가설 6의 검증결과, 셀프리더십은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의 임파워먼트 행위가 구성원의 개

인적인 태도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조직

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7의 검증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과 개인지향 조

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

로나타났다. 이는조직의리더가개인의권한을위임및

확대 시켜주는 행위가,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직무와 관련

된조직구성원에게역할외행동을유발하게하는요인

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β값은 표준화된 계수임.

[Fig. 2]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tep Rout
Standard
Coefficient

t-value P

1step

EL → OCB-O 0.494 8.426*** Accepted
χ2=111.812***, GFI=0.947, CFI=0.982, NFI=0.968, RMR=0.023
EL → SL 0.551 9.113*** Accepted
χ2=775.532***, GFI=0.948, CFI=0.969, NFI=0.960, RMR=0.026
SL → OCB-O 0.586 9.183*** Accepted
χ2=67.481**, GFI=0.959, CFI=0.982, NFI=0.973, RMR=0.021

2step

EL → OCB-O 0.248 4.053*** Accepted
(Partial
Mediation)

EL → SL 0.548 9.182***
SL → OCB-O 0.449 6.503***
χ2=204.511***, GFI=0.922, CFI=0.967, NFI=0.951, RMR=0.029

Independent Dependent Mediation Direct Indirect Total
EL OCB-O SL .248*** .246*** .495***

P<0.001 : *** P<0.01 : ** P<0.05 :　*　
EL : Empowering Leadership, OCB-O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irected Organization, SL : Self Leadership

<Table 7> Result of Hypothesi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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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연구는임파워링리더십이조직구성원의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의 정착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먼저, 학술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시민행동을개인지향및조직지향조직시민

행동으로 구체화 시켜 검증하였다. McNeely and

Meglino(1994)이 제시한개인에게영향을미치는개인지

향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irected of individual: OCB_I)과 조직에게 영향을 미치

는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irected of organization : OCB_O)의 두 가지

측면으로구분하여기존의연구와차별화된연구를진행

하였다. Organ(1994)이 제시한조직시민행동의 5가지구

성요인을 기반으로 조직시민행동은 직무만족 및 조직몰

입과같은개인태도변수의영향을받아조직의성과를

높일 수 있는 변수로 평가 받아왔다. 즉, 개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만을 파악하고, 조직시민행동의 궁극적

인 목적인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

악하기는 한계점을 나타내어 왔다. 또한, 임파워링 리더

십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리더의 행위와, 개인적인 측면

에서종업원의반응을동시에파악하고자하는연구들이

나타나고있어, 조직시민행동도개인과조직의측면에서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두변수의관계를실증·분석한것은조직시민행동

과 임파워링리더십 관련 연구의 영역을 확장 시킬 것으

로 사료된다.

둘째, 임파워링리더십과셀프리더십의영향관계를분

석하였다. 임파워링리더십과셀프리더십은이론적측면

에서 그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가 상당수 있어왔다. 임파

워링 리더는 개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확대 시키고, 셀프

리더는 직무와 관련된 내재적 보상에 반응하여 건설적

사고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

를 바탕으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의 실증관계

를분석해본결과, 실제영향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

리더십 관련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

된다.

셋째, 임파워링리더십과조직시민행동의관계에서셀

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임파워링 리더십이

개인및조직지향조직시민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

기도하지만, 조직구성원의셀프리더십을통해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에서 임파워먼트

확장을 통해 실질적인 조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셀프리더십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에서개인에게책임및권한을확대해주는

것은개인에게역할외의행동을유발시킬수있는요인

이되고, 이를통해궁극적으로는조직의성과를향상시

킬수있게된다. 따라서조직은수평적이이고유연한조

Step Rout
Standard
Coefficient

t-value P

1step

EL → OCB-I 0.535 9.711*** 유의
χ2=106.180***, GFI=0.948, CFI=0.981, NFI=0.970, RMR=0.028
EL → SL 0.551 9.113*** 유의
χ2=775.532***, GFI=0.948, CFI=0.969, NFI=0.960, RMR=0.026
SL → OCB-I 0.600 10.230*** 유의
χ2=67.481**, GFI=0.959, CFI=0.982, NFI=0.973, RMR=0.021

2step

EL → OCB-I 0.299 5.081***
유의

(부분매개)
EL → SL 0.546 9.301***
SL → OCB-I 0.435 6.768***
χ2=204.511***, GFI=0.922, CFI=0.967, NFI=0.951, RMR=0.029

Independent Dependent Mediation Direct Indirect Total
EL OCB-O SL .299*** .237*** .536***

P<0.001 : *** P<0.01 : ** P<0.05 :　*　
EL : Empowering Leadership, OCB-I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irected Individual, SL : Self Leadership

<Table 8> Result of Hypothesi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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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조를갖춰, 임파워먼트를확산시키고, 이를 위해일

선관리자에게직무에대한권한및책임이주어지게해

야 한다.

둘째, 조직에서개인의역할외의행동이개인을넘어

서조직에게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임을인식

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하고, 동시에 주어진 범위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

는것이조지에서필요한행위임을교육할수있는방안

이 필요하다.

이상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및기한과같은물리적인한계로인해

서 설문대상과 기간을 제한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다 다양한매개변수를도입하여임파워링리

더십과 조직지향 및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의 메커니즘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쨰, 횡단적 연구이므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결과를

제시할수있는연구가필요하다. 즉, 다양한교육을실시

한 후, 구체적인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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