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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의 셀 리더십이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함으로써 인

자원 리의 유효성을 증진시키고 효율 인 조직 리를 한 시사 을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었다. 분

석결과, 세무공무원들의 셀 리더십(행동지향 략, 자연보상 략, 건설 사고 략)이 증가될수록 임 워

먼트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임 워먼트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아져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구성원들이 과세실 향상을 해 자신의 

과세업무활동에 해 스스로 활동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해 행동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겠

다는 낙천 이고 건설 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결과로서, 조직성과를 극 화시키기 해서는 세

무공무원자신이 업무의 가치와 의미  요성을 스스로 찾아 인식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조직의 목표달성과 업무 역에서 향력과 통제를 발휘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력

을 키워야 조직몰입의 수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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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s of tax officials' perceived self-leadership 

on their empowerment and organization commitment,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tax organizations, and provide measures for effective organization 

management.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more their self-leadership improves, the more 

their empowerment improves. Firstly, the reason why their self-leadership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mpowerment is that they set their own purpose about their task by themselves, 

make efforts to achieve the goals, and do their job with optimistic and constructive attitude. 

Secondly, the study results that their empowermen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 

commitment show that organizational members with high-level empowerment attach 

significance to their work and it makes their organization commitment high. To maximize 

organization performance, tax officials should recognize their work's value, meaning, and 

importance by himself, be equipped with sufficient knowledge for their work, apply their 

leverage and control in their job, have their self-determination, and improve their organization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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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무행정조직은 각 부서간의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

여 직무가 수행되어지는 집단이며 다른 어느 조직보다 

구성원들이 발휘하는 통제력과 향력이 강하기 때문

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리더

십이 요하다. 즉, 세무공무원들의 셀 리더십에 따라 

의 성 이 좌우된다. 셀 리더십은 개인들이 그들 자

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일련의 특정한 행 와 인지 략

을 사용하여 그들 스스로에게 향을 미치고 이끌어가

는 과정으로서 격한 경 환경의 변화에 응하기 

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주도 인 역할과 창의성이 강

조됨으로써 셀 리더십 개념이 세무행정조직에 도입되

어 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변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조직  인력운 방식은 

그 효율성을 상실해 감에 따라 세무조직에서는 새로운 

리방식에 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략  수 의 업무를 수행해야 될 상황과 구성원들 스

스로 자율 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7][8][1]. 따라서 셀 리더십은 

세무공무원의 책임  자율성의 증 라는 상황에 용

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서 세무공무원들의 교육수

의 향상, 의식의 변화, 강한 개인주의  성향과 잘 부

합된다. 이러한 셀 리더십은 상사의 통제나 간섭을 받

지 않아도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리

더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웍과 서비스품질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 더구나 셀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행동지향 략, 자연보상 략, 건설 사고 략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직무수행의 기 과 목표, 평가, 보상 특

히 내 보상, 자율통제 등은 웍에 한 향요인과 

개념  연 성이 있으므로 셀 리더십은 웍에 향

을 미치며 과세업무수행에 따른 기술, 술은 물론 자

율 이고 도 인 태도를 갖고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에 상당한 향을 미치기 때문

에 세무공무원들에 한 셀 리더십의 연구는 세무행

정업무의 수행에 따른 목표달성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6]. 임 워먼트에 해서는 세무조직을 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임 워먼트에 

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임 워먼트의 하 요인을 분석

하고, 리더십과 임 워먼트, 조직유효성  성과와의 

계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일반 기업을 

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결과를 세무조직으로 확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한 차에 따라 

세법을 집행하고 세무행정의 핵심을 이루는 세무공무

원들을 상으로 셀 리더십과 임 워먼트, 조직몰입

과의 향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함으로써 세무조직의 

효율 인 과세운 방안 수립을 한 실증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1. 셀프리더십

셀 리더십은 사람들로 하여  높은 성과를 올리도

록 이끌어주는 자율 인 힘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인지

, 행동  향력을 행사하는 포 인 개념이다. 셀

리더십 의식이 높은 구성원은 낮은 구성원에 비해 잠재

된 창의성과 신성이 높게 나타나며, 세무조사 과 같

은 공식 인 내부 리더가 없는 자율 리 에서는 요

한 의 구성요소이다[14][8]. 셀 리더십은 행동지향 

략, 자연보상 략, 건설 사고 략으로 나 어지며

[9], 실증  연구에서 셀 리더십의 세 가지 략을 활

용하는 개인들은 그 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성과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14][11][10]. 행동지향 략은 특정

행 에 한 정보를 찰하고 수집하는 자기 찰, 자신

의 일을 한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평, 자기

역할로서 성공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 , 바

람직한 행 를 진하기 해 사용된다[9]. 자연보상

략은 과업이나 활동의 즐거운 에 의하여 사람이 동

기부여 되거나 보상을 받는 상황을 만드는데 의도가 있

는 것으로 자기직무에서 즐거움을 찾아 내 인 보상에 

을 맞추고 있다[8]. 건설 사고 략은 성과에 정

인 향을  수 있는 건설  사고 유형과 사고방식

의 형성을 진시키기 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셀 리

더십을 보다 체계 으로 정립하기 하여 제시된 것으

로 자신과의 정 인 화, 역기능  신념과 가정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 Vol. 10 No. 10328

수정, 상상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8]. 이러한 셀

리더십을 가진 개인들은 그 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그

들의 과업, 목표,  는 조직에 해 높은 수 의 몰입

을 보이며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10][14]. 

2. 임파워먼트

임 워먼트는 의 로벌한 경제상황에 필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이미 조직 리에서 요한 의미로 자

리잡고 있다. 세무조직운 이 기능부서 심의 통  

계층조직에서 자율  경  심의 제로 변하면서 

임 워먼트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임 워먼트

는 공식 인 조직 행과 비공식 인 기법을 가지고 조

직구성원에게 무력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확인

하고 제거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

키는 과정이며, 조직내의  구축 시도에서 임 워먼트 

기법들이 집단개발과 유지에 한 역할을 한다[12]. 

한 리더십이 가져오는 핵심 인 효과가 임 워먼트

이며 리더십과 임 워먼트는 요한 련이 있다[13]. 

리더가 책임에 한 권한을 임할 때 조직구성원들은 

업무환경에서 의미성, 향력, 자율성을 경험한다. 업무

과정  조직구성원의 제안이 실제로 활용된다면 이들 

조직구성원들은 높은 자신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셀 리더십과 임 워먼트와의 계는 셀 리더십

이 의미성, 자기결정력, 역량성을 지각함으로써 임 워

먼트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들이 권한을 공

유하며 참여를 통한 목표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해 

노력과 의미성  자율성 등을 지각할 수 있다

[17][6][2][15].

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에 하여 갖는 하나의 태도

로 구성원들이 조직의 가치나 목표를 수용하려는 강한 

신념과 조직을 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자발

성, 조직구성원으로 남아있으려는 강한 의욕을 의미하

는 것으로 조직몰입이 높은 사람은 극 으로 조직에 

참여하며, 조직을 해 자발 이고 창조 인 행동으로 

조직몰입이 낮은 사람에 비해 직무수행의 측면에서도 

훨씬 탁월한 성과가 나타난다[16]. 조직차원에서 구성

원들의 조직몰입이 요한 이유는 몰입의 수 이 높은 

개인은 성과재고를 통한 임 , 승진 등의 외  보상과 

함께 상사  동료와의 원만한 내 보상을 받을 수 있

으며, 조직도 구성원의 업무성과 향상을 통해 조직유효

성의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5]. 임 워먼트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의 연구에서 임 워된 개인은 업무

에 한 집 력과 탄력성이 증 하고 업무처리의 주도

성이 증 하며 조직에 한 몰입감의 상승을 유도하며

[15], 임 워먼트가 높은 조직구성원은 직무에 한 자

신의 의미성이 높으며 업무처리에 있어 향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몰입정도가 높다고 하 다[19]. 

많은 연구에서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이 정 인 

향 계를 형성하고 있었다[15][12][5].  

본 연구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의 셀 리더십이 임 워

먼트를 통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탐색 으로 검

증하 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셀 리더십 요인들이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 세무공무원이 지각하는 셀 리더십은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1 : 세무공무원이 지각하는 행동지향 략은 임 워

먼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2 : 세무공무원이 지각하는 자연보상 략은 임 워

먼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3 : 세무공무원이 지각하는 건설 사고 략은 임

워먼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4 : 세무공무원이 지각하는 임 워먼트는 조직몰입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 설계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한 이론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을 상으로 셀 리더십의 3가

지 략이 임 워먼트의 매개작용을 통하여 조직몰입

에 미치는 향을 구조방정식에 의해 검증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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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워먼트 조직몰입

행동지향

략

건설 사고 

략

자연보상

략

그림 1. 연구모형 

1. 연구대상

구  분 빈도수 비율(%)

세무

공무원

성별
남성

여성

195

31

86.3

13.7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졸

34

146

46

15.0

64.6

20.4

담당세목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제세

기타

36

52

77

32

29

15.9

23.0

34.1

14.1

12.8

근무처
지방국세청

세무서

55

171

24.3

75.7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하여 본 조사는 2010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 으며, 조사지역은 부산시

와 경남지역의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들을 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하여 실시되

었다. 설문지는 총 280부를 배포하 는데, 이 에서 

251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89.6%이었다. 회수된 설문 

에서 불성실한 설문 25부를 제외한 226부가 최종분

석을 하여 사용되었다. [표 1]은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의 내용이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의해 변수를 측정하고, 설문

항목은 총 25개로서, 리커트5  척도로 측정하 다. 변

수의 조작  정의에서, 셀 리더십은 업무수행을 해 

필요한 자기방향설정과 자기동기유발를 통해 자기 스

스로에게 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여 Manz 

& Neck(2004)와 Prussia 등(1998)이 사용한 척도를 행

동지향 략 5개, 자연보상 략 5개, 건설 사고 략 6

개를 사용하여 총 16개의 문항을 사용하 다. 임 워먼

트는 직무수행능력제고와 잠재능력 발휘를 한 동기

부여  차원의 개념으로 Spreitzer(1995)가 사용한 척도

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조직몰입은 조직에 

한 일체감과 애착에 한 개인 인 태도로서 Allen & 

Meyer(1991)가 사용한 감정 몰입과 지속 몰입의 두

가지 차원의 척도를 분석에 활용하 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측정모델결과

본 연구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의 셀 리더십, 임 워

먼트, 조직몰입의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LISREL 

8.7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표 2]와 같이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5

개의 이론변수들 간의 향력 검증과 별타당성의 평

가를 하여  탐색  요인분석에 이어 확인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5개 이론변수의 계를 검토하기 해 

체 25개의 측정지표인 행동지향 략(5개 항목), 자연

보상 략(5개 항목), 건설 사고 략(6개 항목), 임 워

먼트(4개 항목), 조직몰입(5개 항목)을 포함하는 측정모

델을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 다. 연구모형에 한 합

도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반 으로 만족스러운 모델

합도를 보여주었다(χ2(265)= 404.46, RMR= .030, GFI= 

.87, AGFI=.84, NFI=.97, CFI = .99,). 한 척도의 신뢰

성과 타당성 모두 수용 가능한 수 을 보여주었으며, 

Cronbach α에서 척도 부분은 .88～.94로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보여 주었다. 한 구성개념신뢰도는 모두 .88

이상이었다. 그리고 척도분산에 한 특성(trait 

construct)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모든 척도에서 .60이상 상회

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척도를 구

성하고 있는 항목지표의 요인 재치는 .01수 에서 모

두 유의하 으며 완 표 화 하 을 때 체 으로 높

은 값을 보여 주었다. 이상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구

성개념신뢰도, AVE, 재추정치의 통계  유의성 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측정척도는 체 으로 집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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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표 화
재치

t값
α

계수

구성
개념
신뢰도

AVE

셀프리더십

행동지향전략 .94 .94 .75

 1. 나의 업무진행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체크한다. .86 15.95

 2. 나는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과제를 수행한다. .90 17.28

 3. 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한다. .90 17.24

 4. 나는 일의 진행정도를 스스로 자주 생각한다.

 5. 나는 나의 직무에 주의를 기울인다.

.89

.77

16.94

13.34

자연보상전략 .92 .93 .71

 1. 나는 직무자체에서 심리적보상이나 즐거움이 느껴질 수 있도록 상황구축에 노력한다. .85 15.41

 2.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작업상황을 만들거나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82 14.66

 3. 나는 내가 맡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스스로를 격려한다.

 4. 나는 업무상 책임영역을 더 넓히려고 노력한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책임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한다.

.83

.86

.86

14.87

15.72

15.83

건설적사고전략 .92 .92 .67

 1. 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끝까지 찾아낸다. .79 13.79

 2. 직무수행 상 내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개선들을 생각한다. .84 15.29

 3. 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한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85 15.49

 4.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한다. .85 15.59

 5.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환경을 의도적으로 정리한다.

 6.. 단기 및 장기적인 과업수행의 목표를 설정한다.

.81

.77

14.43

13.25

임파워먼트 .88 .88 .64

 1. 나의 업무는 나에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83 14.71

 2.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다. .80 14.02

 3. 나는 부서의 일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80 13.99

 4. 나는 업무활동을 수행할 때 내 능력에 대해 스스로 확신한다. .76 13.07

조직몰입 .90 .89 .62

 1. 나는 조직에 근무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76 12.95

 2. 나는 조직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느낀다. .77 13.04

 3. 나는 우리 조직에 근무하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75 12.61

 4. 나는 일을 할 때 나 자신과 더불어 조직을 위해 노력한다. 

 5. 나는 나의 업무가 조직의 이익에 공헌한다는 사실에 즐겁다.

.83

.83

14.76

14.81

척도 평균 표 편차

구성개념 간 상 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1. 행동지향전략 2.83 .78     1.00

 2. 자연보상전략 3.63 .74      .56      1.00

 3. 건설적사고전략 3.01 .79      .67       .68          1.00

 4. 임파워먼트 3.13 .74      .69       .78           .77       1.00

 5. 조직몰입 3.62 .63      .35       .58           .52        .63   1.00

모델적합도 :  

(265)= 404.46, RMR= .030, GFI= .87, AGFI=.84, NFI = .97, CFI=.99

표 2. 측정모델의 분석결과

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는 측정척도의 순

화과정을 거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상

계수의 95%구간추정치가 구성개념간의 상 계수 값

1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악하 다. 그 결과, 25개의 상

계수의 구간추정치 어느 것도  1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측정

척도는 별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조모델결과 및 가설검증

각 요인에 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방법으로 가설

을 검증하 다. 한 구조모델을 이용한 가설을 검증하

기 에 척도모델을 이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연구에 사용된 개념  독립성을 검증하 다. 특히 세무

공무원들의 셀 리더십이 임 워먼트에 직 으로 미

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조직몰입에 간 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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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1, 

그림 2. 제안모델의 LISREL 추정결과

.21(t=3.24)*

.45(t=6.42)*

.33(t=4.35)*

직 효과                   간 효과

.13(t=3.09)*

.29(t=5.46)**

.21(t=4.01)*

조직몰입임 워먼트

행동지향 략

자연보상 략

건설 사고 략

.64(t=8.44)*

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매개효과 분석을 

하여 LISREL 8.70이 제공하고 있는 간  효과에 

한 계수를 이용하 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로 구성된 제안모델에 하여 얻어진 구조모델 추

정치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제안모델은 반 으로 만족스러운 모델

합도를 보여주었으며, 추정치의 개수와 표본규모를 고

려할 때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한 수용 가능한 

수 으로 나타났다.(χ2(268)=415.10, RMR = .034, GFI 

= .87, AGFI=.84, NFI = .97, CFI= .99).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제시한 4개의 가설 모두가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지향 략은 임 워먼트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t=3.24)과 자연보상

략은 임 워먼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2(t=6.42), 건설 사고 략은 임 워먼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t=4.35)이 경로계수와 t값

에서 모두 .01 수 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3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한 임 워먼트가 조직몰입

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t=8.44)

가 채택되었다. 가설검증을 한 직 효과 분석에 이어, 

①행동지향 략→임 워먼트→조직몰입, ②자연보상

략→임 워먼트→조직몰입 ③건설 사고 략→임

워먼트→조직몰입에 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매개변수에 의한 간 효과를 검증하 다. 분석결과 [그

림 2]에서 나타나듯이 ①행동지향 략 → 임 워먼트 

→조직몰입(t=3.09), ②자연보상 략 → 임 워먼트 → 

조직몰입(t=5.46), ③건설 사고 략 → 임 워먼트 → 

조직몰입(t=4.01)이 .01의 수 에서 유의미한 간 효과

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R
2에서 볼 때, 임

워먼트의 분산은 24%, 조직몰입의 분산은 54%인 것

으로 나타났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이 지각하는 셀 리더십의 

요인을 추출하여 이들 요인이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

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함으로써 세무조직의 인

자원 리의 유효성을 증진시키고 효율 인 조직 리 

 목표달성을 한 략수립에 유용한 시사 을 제공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제안모델에서 제시한 4개의 가

설 모두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공무원들의 셀 리더십이 증가될수록 임 워먼트

가 증가하고 조직몰입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리더십은 임 워먼트에 향을 미치며 이는 업

무만족  조직몰입도가 높아진다고 한 Kirkman & 

Rosen(1999)의 연구와 임 워먼트의 수 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성과  조직몰입이 높아진다고 밝힌 이상희

(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구체 인 분석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지향 략과 자연보상 략, 건설 사고 략

은 임 워먼트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anz(1986)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셀 리더십 략을 활용하는 개인들은 그 지 않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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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보다 개인  효과성을 향상한다는 선행연구와 부

분 으로 일치하 다[3][10][11]. 행동지향 략과 건설

사고 략이 임 워먼트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

친 이유는 과세실 향상을 해 자신의 과세업무활동

에 해 스스로 활동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해 행동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낙천 이고 

건설 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상 략의 경우는 자신의 일이나 활동에서 

진정한 가치나 보람을 찾아 성과에 정 인 향을 주

는 개념으로서 오늘날 행정조직에서는 과거 어느 때 보

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상시 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과정에는 업실 과 업무수행능력 등의 

기 을 통해 지속 으로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

로 구성원들은 실 향상 등과 같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

와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한 헌신이나 열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임 워먼트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 워먼트가 높은 

조직구성원은 업무에 한 자신의 의미성이 커 조직몰

입의 정도가 높다는 Spector(1986)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조직성과를 극 화시키기 해서는 리더와 멤

버간의 충성심을 향상시키기 한 환경과 조직풍토  

문화를 개발하고, 유지 리해 나가는 것이 요하며,  

세무공무원자신이 업무의 가치와 의미  요성을 스

스로 찾아 인식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조직의 목표달성과 업무 역에서 향

력과 통제를 발휘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력을 

키워야 조직몰입의 수 이 극 화한다는 것을 시사한

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에 한 임 워먼트를 강화하는 

지속 인 교육훈련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

부조직의 안정과 유지를 통해 조직유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직 리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효

율 인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4]. 

본 연구는 지방의 일부 세무공무원들만을 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 이 있다. 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 기 

때문에 개인  특성에 따른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됨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셀 리더십, 임 워먼트, 조직몰입의 향 계

를 종합 으로 설계하거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다 

심층 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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