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기업에게 있어서 신이란,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한 요인이며 지속가능한 경 을 유지하기

한 다양한 요인 하나이다. Amabile(1988)은 신이

기업이 경쟁우 를 창출하기 한 필수 요인임을 강조

공 리 십  혁신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

- 신뢰  조절효과

규1, 노연숙2, 강 2*

1 공과 학  경 학과 수, 2 공과 학  경 학과

A Study on the effect of Shared Leadership to Innovation Behavior 

- The moderate effect of Trust -

Sun-kyu Lee1, Yeon-sook Noh2, Eun-gu Kang2*

1Prof. of Business School,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2Dept. of Business School,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약 최근 조직은 을 심으로하는 기업 구조의 변화를겪고 있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의 심인 공유리더

십과 구성원의 신행동과의 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계에서 신뢰가 어떠한 조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악하고자 한다.

이를 해, 문헌조사를 통해 공유리더십이 신행동에 향을 미칠 것 이라는 연구모형 가설을 설정하 다. 한, 이들의

계에서 신뢰의 조 효과를 악하 다. 실증분석을 해, 구·경북 지역의 기업에 종사하는 조직 구성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고, 다 회귀분석 계층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공유리더십은

신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성원간의 신뢰는 공유리더십과 신행동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 자원의 요성이 증 되는 시 에서의 기업 조직의 주요한 략 인 자원

활용 방안으로 활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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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leadership and innovation behaviors of the 

members, and try to understand what moderate effect trust in these relationships. To do this, we set up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that shared leadership will influence innovative behavior through literature review. We also 

added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corporate member in Daegu and Kyungbuk are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test hypotheses. As a result, Shared leadership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nnovation behavior. In particular, trust among members has been shown to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leadership and innovation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pplied to the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majo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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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조직에서 창의 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실행하

여 경제 으로 가치 있는 신제품 서비스, 로세스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그 주체는 조직 구성원이

라고 주장하 다. 따라서 신의 주체인 구성원은 신

에 있어서 핵심이며, 신 성공의 키워드이다. 실제로 조

직 구성원은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실질 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신은 조직 구성원의 유기 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조직의 측면에서 매우 요한

이슈이다[35].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 개인의 행동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은 통 으로 신에 있어서

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신과 련된 리더

십의 연구는 수직 이고 일방 인 향력에 한 연구가

주를 이르고 있는데, 이는 조직에서 신을 결정하고 조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리더이기 때문이다

[27].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공식 인 리더에게 을

맞춰 리더의 특성, 행 , 자질 등을 강조해왔다[1]. 이러

한 리더 심 인 을 통해서 리더십과 신을 포함

한 다양한 성과와의 계가 밝 져 왔으나, 변하는 환

경에 맞추어 제로 변화하는 오늘날의 조직 환경에 한

계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에서는 의 공식 인

리더 뿐만 아니라, 의 상황이나 과업의 특성에 가장

합한 비공식 인 리더가 등장 할 수 있다[32]. 이에 따라

조직들도 공식 인 리더 1인에게 으로 의존하기보

다, 구성원간의 력 이고 원만한 태도를 형성하고 이

를 통한 동반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10,

22].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리더십 의 변화로 이어졌

으며, 개인에게 집 된 수직 ·일방 인 향력의 통

리더십 보다는 의 구성원들에 의해 분산되고, 집

된 향력의 공유리더십(shared leadership)이 주목받고

있다. Yuk(1998)은 은 독특한 특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공식 인 1인의 리더와 그에 따르는 구성원의

계에 집 된 시각으로만 리더십을 연구하는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 으며[33], 조직 내·외부의 상황이 변화하

고, 복잡성과다양성이증 하기 때문에 1인의 리더가 수

행 가능한 리더십의 범 는 제한되어지고있는 실정이다

[14]. 의 환경에서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리더십을 발

시키기 해 최근 연구자들의 공유리더십

(sharedleadership)에 한 연구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24].

공유리더십에 한 연구는 리더십 로세스에 있어

다양한 구성원들의 역할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9]. 체

조직에 용하던 IPO(Input-Process-Output)의 을

에 용하여, 의 유효성을 밝히기 한 다양한 연구

가 등장하고 있으나, 실질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 이다[5]. 기 단계 인 수 으로 공유 리더

십과 기존의 조직 유효성 변수와의 계를 밝히고자 하

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한 정 인 결과

들이 밝 지고 있는 실정이다[1, 18, 26, 28]. 특히, 기존

연구를 고찰해 보면 신행동은 보다 자율성에 기반한

원들과 역동 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해 정보와 지식을 나 고 토론하는 과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리더십이 추구하는 공동 업무 계획

조직, 문제 해결, 원에 한지원과배려를제공하는 상

태와 매우 유하하여 그 계에 한 입증이 필요하다.

한, 공유리더십은 구성원의 계에 따라 그 결과가 충분

히 달라질 수 있으며, 공유리더십과 결과변수의 계를

정확히 밝히기 해서는 구성원의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신뢰와의 계를 따져볼 필요가 존재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과 구성원의 신행동과의

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계에서 신뢰가 어떠한 조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공유리더십의 후속연구에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변하는 경 환경에 보다 합한 리더십의 형태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론적 경

2.1 공 리 십과 혁신행동에 한 연

환경의 불확실성과 업무의 복잡성, 기술과 지식의 발

달에 따른 직무 요구 수 의 증 는 구성원들의 상호 의

존성과 교류도 증 시켰고, 이는 리더에게도 다양한 직

무 요구의 수 을 상승시키고 있다[5]. 하지만 부분의

리더십에 한 연구는 공식 인 1인의 리더와 수직 인

향력에 을 맞추어 연구되어지고 있다[34]. 환경을

반 하고, 앞서 언 한 리더십 연구의 문제 을 보완하

고자 공유리더십이 등장하 다. 공유리더십은 기존의 리

더십과 달리 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으로 리더십의

원천이 다양한 의 구성원들이며 구성원들간에 분산된

향력을 발휘하여, 직무의 일부를 담당하여 수행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 목 을 달성하기 해 구성



공 리 십  혁신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  - 신뢰  조절효과 71

원간에 향력을 교환하는 상태 는 자질로 볼 수 있다

[26]. 이러한 공유리더십의 핵심 개념은 분산된 향력

(distributed influence)과 집합 리더십(collective

leadership)이다[41]. 분산된 향력은 공식 으로 지정된

리더가 아니라, 구성원들이직무의 특성에 따라 그

향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earce(2007)

는 공유리더십은 공식 ·비공식 으로 리더의 역할을 수

행하는 구성원이 자연 발생 으로 나타나는특성이 있으

며[25], Mehra, Smith, Dixon & Robertson(2006)는 다양

한 리더가 존재하여, 리더의 향력을 공유하고 분산하

는 내부의 상이라고 주장하 다[21]. 이러한 공유리

더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심의 환경

변화로 공식 인 리더에게 집 되었던 리더십의 개념이

의 구성원으로 확 되었다. 즉 공유리더십은 에 의

해 수행되는 체 리더십의 을 반 하고 있다. 그

러나 공유리더십을 주장하는 사람들 도기존의 수직 이

고 통 인 리더십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두 가

지 리더십이 체 인 계가 아닌 상호 보완 인 계

라고 주장한다[41]. 둘째, 공유리더십은 계를 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요성을 둔다.

특정 리더가 발휘하는 실제 행 보다 구성원 사이에 형

성되는 교환 계에 보다 집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환

계는 유효성에 주요한 향을 미친다[5].

신행동은 조직 내에서 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구성원의 생각 뿐 아리나 실제 행동까지를 포함한

다. Van de Ven(1986)은 신행동을 제안된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행 로 정의하 고[30],

Kanter(1988)는 인식된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창출

하고, 이를제품화시키는 것이라고 하 다[40]. 신행동

은 개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으로 구 해 가는

과정이며,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으로 정

의할 수 있다[39].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범 를 벗어

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산시켜나타나는 결과

를 만들어 나가는 구성원의 자발 행 이다. 구성원의

역할 외 행동은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리더십은 신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조직 신은커뮤니 이션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확산되고 성숙되며, 수직 인 구조는 이러한 커뮤니 이

션을 방해하여 신의 확산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신은 수평 인 계를 통해 보다 잘 나타나게 된다[7].

한, 조직에서 임 워먼트가발휘되면, 구성원들은 개인

의 직무에 한 개선활동을 스스로 수행하여 신행동에

정 향을 미치게 된다[29]. 이상의 연구를 고찰해

보면 신행동은 보다 자율성에 기반한 원들과 역동

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해 정보와 지

식을 나 고 토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공유리더십이 추구하는 이 공동으로 업무를 계획

하고 조직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원에 한 지원

과 배려를 바탕으로 개발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상태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Hoch(2013)는 공유리더십

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더십의 균형을 맞추려

는 성향이 강하여[12], 질 높은 아이디어를 생성, 확산하

며 실행하기 한 정보를 자발 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26], 신행동에 정 향을 다고 가정할 수 있으

며, 이는 공유리더십은 신행동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2 신뢰  조절효과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신뢰는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의 효과성을 매개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서 연구

되어져 왔다. 신뢰의 의미에는 개인의 험을 감수하고

라도 상 방을 믿는 자발 행 이기 때문에 본질 으로

취약성이 동반되는 개념이다[19]. 구성원에 한 통제

감시가 없어도 조직의 기 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 를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불확실성에 한 험을 감수

한다[20]. 개인의 이해 계에 험 부담이 따르더라도 타

인에 의해 유해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단하

고 맡기는 것이다. 한 신뢰는 사회 , 경제 교환 계

에서 나타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 계에서

발생하는 통제를 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8].

Pearce & Sims(2002)의 연구에 의하면 공유리더십은

조직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구성원들을 화합시키

는데 주요한 향을미친다[26]. 특히, 구성원들의 신뢰는

조직 내부의 건설 인 교환 계에서 나타나는 가치를 상

승시킨다. 공유리더십은 신뢰를 통하여 경쟁 우 유지,

거래 비용 감소, 조직학습향상, 지식 공유 증가, 신증

진, 그리고 재무 성과 향상을 측할 수 있는 강력한

측 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서 증명되고 있다[2-4, 6, 31, 37]. 조직이 성공하기

한 필수 요소 하나는유연성과 신이며, 이를 학습

하는 데 있어 신뢰는 매우 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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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16]. 한 신뢰는 조직의 경쟁력

에도 매우 큰기여를 하는데, 신뢰는 쉽게 모사하거나 복

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36]. Covey(1990)

는 신뢰는 조직 내·외부의 계를 성공시키거나 실패시

키며 최종 성과의 기본이 되며, 신뢰와 헌신은 양 측 당

사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계를 만들기 한과정과 정책

의 부산물이며 만족스러운 계는 개방 이며 하고

명확하며 시기 한 커뮤니 이션 등을 포함한다고 주

장하 다[38].

3. 실 적 연  계

3.1 연  형  가  정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연구모형 가설을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가설 1] 공유리더십은 신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계획과 조직화는 신행동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문제해결은 신행동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3. 지원과 배려는 신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개발과 멘토링은 신행동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신뢰는 공유리더십과 신행동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 2-1. 신뢰는 계획과조직화와 신행동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 2-2. 신뢰는 문제해결과 신행동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 2-3. 신뢰는 지원과 배려와 신행동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 2-4. 신뢰는 개발과 멘토링과 신행동의 계를

조 할 것이다.

3.2 변수  조 적 정

3.2.1 공 리 십

공유리더십은 조직 체의 리더십을 해 체가

책임과 목 을 공유하는 행 로 정의하며, 계획과 조직

화, 문제 해결, 지원과 배려, 개발과 멘토링으로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Hiller et al(2006)이 사용한 25개 문항,

Liker 5 척도로 측정하 다[11].

3.2.2 혁신행동

신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 해 가는

구성원의 행동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구성

개념으로 악하는 Janssen(2000)이 사용한 9개 문항,

Liker 5 척도로 측정하 다[15].

3.2.3 신뢰

신뢰는 상 가 기꺼이 자신의 기 에 부응하여 행동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Robinson(1996)의 연구에 활용된 10개 측정 문항, Liker

5 척도로 측정하 다[42].

3.3 조사 상과 

본 연구를 해 구·경북 지역의 기업에 종사하는

조직 구성원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2017년 10

Category N Percentage

sex
male 143 70.4

female 60 29.6

age

under 20 52 25.6

under 30 77 37.9

under 40 60 29.6

over 40 14 6.9

academic
ability

a high school graduate 62 30.5

college graduate 41 20.2

a university graduate 82 40.4

graduate school 18 8.9

position

member of the staff 50 24.6

section chief 49 24.1

senior manager 30 14.8

general manager 52 25.6

executive 22 10.8

tenure

1 ~ 5 16 7.9

5 ~ 10 65 32

over 10 122 60.1

Table 1. Structure of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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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주간에 설문조사를 실시

하 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23부의 설문

지를 회수하 고, 이 분석에 과도한 오류가 있는 설문

을 제외한 203부의 설문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3.4 료    해

3.3.1 측정도  신뢰 과 타당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신뢰성 검증을 해

Cronbach-α 계수를 사용하여 검증하 다. 신뢰성 계수

는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신뢰성계수

값이 0.6 이상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Variables Factors Questions Cronbach's α

Shared
Leadership

planning
and organizing

6 .874

problem solving 7 .878

support
and care

6 .877

development
and mentoring

6 .877

Innovative
Behavior

Innovation
Behavior

9 .872

Trust
in the superior 6 .889

between members 4 .938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한,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해서 주성분 요

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측

된 변수를 근거로 직 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변수들을 몇 가지의 요인으로 묶어 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목 이다.

Trust in the superior 1 .731

Trust in the superior 2 .718

Trust in the superior 3 .770

Trust in the superior 4 .766

Trust in the superior 5 .814

Trust in the superior 6 .829

Trust between members 1 .816

Trust between members 2 .853

Trust between members 3 .815

Trust between members 4 .801

Eigen-value 4.170 3.721

Percentage of variance 41.702 37.207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 Trust

Factor 1 2 3 4

planning and
organizing 1

.597

planning and
organizing 2

.561

planning and
organizing 3

.730

planning and
organizing 4

.685

planning and
organizing 5

.734

planning and
organizing 6

.697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 Shared 

Leadership

problem
solving 1

.804

problem
solving 2

.800

problem
solving 3

.717

problem
solving 4

.780

problem
solving 5

.777

problem
solving 6

.809

problem
solving 7

.826

support
and care 1

.807

support
and care 2

.830

support
and care 3

.815

support
and care 4

.772

support
and care 5

.876

support
and care 6

.707

development and
mentoring 1

.621

development and
mentoring 2

.695

development and
mentoring 3

.791

development and
mentoring 4

.765

development and
mentoring 5

.598

development and
mentoring 6

.741

Eigen-value 5.862 5.202 4.090 4.074

Percentage of
variance

23.447 20.810 16.360 1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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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  가  검

가설 1은 공유리더십이 신행동에 미치는 향을 밝

히기 한 가설로, 이를 해 공유리더십과 신행동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 검증 결과, 공유리더십

의 계획과 조직화를 제외한 문제해결, 지원과 배려, 개발

과 멘토링은 신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2는신뢰의 조 효과를검증하기 한 가설이

다. 이를 해 상호작용항을 활용한 계층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공유리더십과 신행동의 계에서 상

사에 한 신뢰의 조 효과에 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상사에 한 신뢰가 개발과 멘토링 요인에 해서

만 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유리더십

과 신행동의 계에서 구성원 간 신뢰의 조 효과에

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구성원에 한 신뢰는 공

유리더십의 모든 요인에 해 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6과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Step 1 Step 2 Step 3

Independent

planning and organizing(A) .070

problem solving(B) .471***

support and care(C) .140**

development and mentoring(D) .328***

Moderate

Trust between Members (E) .277***

Independent*Moderate

A*E .765***

B*E .763***

C*E .402**

D*E .441**

∆R2 .023*** .022***

R2 .777 .795 .814

∆F 22.492 6.111

F 172.950 157.877 99.527

Table 7. Hierarchy regression analysis : Trust 

between Members

5. 결론  시사점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 인 배경과 검토를 통하여 각

변수의 구성요인으로써 공유리더십의 요인은 계획과 조

직화, 문제해결, 지원과 배려, 개발과 멘토링 신행

Factor Degree of freedome Sum of square Mean square F Value Prob>F R-square

regression model 4 103.619 25.905 172.950 .000 .777

Residual 198 29.657 .150

Amount 202 133.276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t Value Pr >｜t｜ Hypothesis

B SE

Constant .079 .130 .605 .546

planning and organizing .067 .055 1.233 .219 Reject

problem solving .465 .050 9.244 .000 Accepted

support and care .132 .045 2.918 .004 Accepted

development and mentoring .347 .052 6.732 .000 Accepted

P<0.001 : *** P<0.01 : ** P<0.05 :　*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tep 1 Step 2 Step 3

Independent

planning and organizing(A) .070

problem solving(B) .471***

support and care(C) .140**

development and mentoring(D) .328***

Moderate

Trust in the superior (E) .528***

Independent*Moderate

A*E .628

B*E -.395

C*E .054

D*E -.677**

∆R2 .058*** .010**

R2 .777 .831 .838

∆F 69.646 3.022

F 172.950 200.258 117.165

Table 6. Hierarchy regression analysis : Trust in 

the sup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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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신뢰는 상사에 한 신뢰와구성원 간 신뢰로 구분하

여 검증하 다. 이는 기업에 실질 인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학술 실무 으로 시사 하는바가 크다.

먼 학술 인 시사 은다음과 같이 정리 할수 있겠

다. 기존의공유리더십에 한 연구에서 신행동 신

뢰의 조 효과로 검토한 부분이 처음으로 용하여 그

향을 검증하 다. 기존의 리더십에 한 연구는 공식

인 리더에 을 맞춰 리더의 자질, 특징 행동 등

을 강조하고, 리더 심 인 에서 리더십과 성과와

의 연 성을 도출하 다. 그러나 자율 이고 창의 인

조직과 인재를 강조하는 시 에서는 공유리더십이라

는 새로운 을도입해야할필요성이있다. 특히, 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에서는 통 리더십 보다는 둘 이

상의 구성원들에 의해 내 리더십 기능이 분산된 방

향 인 공유리더십(shared leadership)이 신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매우 주요한 시사 일 할 수 있다.

한, 공유리더십은 구성원 간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 시키며 공동의 책임으로 험을 감수

하게 하여 구성원의 신 업무 행동을 장려한다는 기

존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Hoch, 2013).

한, 리더십은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리

더십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그 기 때문에 리더십과 신뢰는 뗄 수 없는 계이다. 리

더십을 발휘하는 목 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향을 미쳐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행동이 목표달성의

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리더십이 조직의 목표

를 달성하기 해 한 명의 리더에게 모든 권한을 집 시

키는 것이 효과 이라고 생각했다면 조직이발 함에 따

라 모든 구성원이 각자에 맞는 리더십 역할을 할수 있도

록 권한을 임하는 것이 리더십의 강조 이 되어 가고

있다(Kayes & Kolb,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리더십의 발휘에 있

어서는 리더에 한 신뢰보다 구성원간의 신뢰가 더욱

요하다. 공유리더십은 구성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

며, 보다 깊은 신뢰 계가 형성될 때, 신행동 한

높아진다 할 수있다. 따라서 제로운 되는 조직은 구

성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무 인 시사 은 다음과같다. 공유리더십은 신행

동에 큰 향력을보이고, 통계결과의 설명력이 높게 나

타났다.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신행동을 증가시키기

해 제의 문화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

다. 종업원 개인의 잠재역량이 결국에 조직의 체 인

핵심역량으로 발 할 수 있도록 직무 내 으로 동료

사회 네트워크, 개인 집단, 그리고 원들과의 결속

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상 기한과 같은 물리 인 한계로인해

서 설문 상과 기간을 제한하여 진행하 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산업에 용할 필요가 있다.

둘쨰, 신행동은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유발 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를 제외한 다양한 변수들의 유기

인 계를 악할 필요가 있다.

셋쨰, 횡단 연구이므로 시간 흐름에 따른 결과를

제시할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다양한 교육을실시

한 후, 구체 인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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