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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 간
의 관계에서 직무자율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가설을 만들고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가설내용들을 검증하였다. SAS 9.1과 Smart PLS 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 30여개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변혁
적 리더십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직무자율성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변수들(변혁적 리더십, 직무자율성)을 이해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을 관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실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변혁적 리더십, 직무만족, 직무자율성, 리더의 유형, 직무특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verifying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and to explore the moderating roles of job autonomy. This study developed hypotheses and tested them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data analysis was done by SAS Ver 9.1 and Smart PLS Ver 3.0. The test
was conducted by employees working at large, small-medium company and public enterpris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ositiv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were statistically supported. And this
study found that job autonomy moderating ro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is study presented manageri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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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더십이 발휘 될 때 가능해 질 것이다. 높은 수준의 변혁
적 리더십이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유효성이 낮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

게 평가되는 경우 직무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적자원

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조직의 생

관리로 인해 발생되었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인적자원을 언급하며, 조직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의 리더십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조직구

첫째로,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의 영향관계를 검증

성원의 직무만족이 높은 기업들이 높은 성과를 거둔다는

해 보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에 어떠한 상

인식을 토대로 구성원들의 만족을 위한 변혁적 리더십의

호작용효과를 보이는지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할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다.

둘째로, 조직의 직무자율성이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해보고

가치의 부가에서 가치의 창조로 조직구성원의 능력에

자 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의 주제는 변혁적 리더십

따른 경쟁우위의 개념이 정립됨에 따라 인적자원에 대한

이 조직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직무자율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의 조절효과에 대한

인식하여 직원의 관리와 경영성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

결과를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다. 그렇기 때

[1]. 특히 통제보다는 자율경영을 유도하고, 신바람을 불

문에 이러한 부족한 면인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의 상관

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증을 통해 변혁적 리더십이 조

최근 리더십 연구들 중에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연

직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올바론 행동적 지침을

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동

제공하며, 조직은 물론 구성원의 발전과 이를 유용한 정

기부여와 태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있다[2,3].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상황적 변수의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했으며, 조직규모[4], 조직형
태[5], 조직문화[6] 등과 같은 조직특성, 감성지능[7], 성

2.1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

취욕구 및 자아 존중감[8] 등과 같은 개인특성, 부서환경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개념

[9], 혁신지원수준[10], 직무특성[11]와 같은 과업특성의

은 ‘추종자들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고차원 욕

조절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가치 있는 결과를 산출하도록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처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동기부여 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12]. 특히 변혁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특성 요인 중 하나인 직무자

적 리더십은 협력적인 관심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의 의식

율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구성원

을 고취시키고, 이러한 관심을 성취하기 위해 조직원들

의 직무특성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을 돕는 리더십 형태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목표확대를

조직구성원은 항상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

통하여 자신감을 부여시킨다고 할 수 있다[2,13].

무특성은 조직에서 아직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

리고 직무특성 요인 중 하나인 직무자율성에 관한 연구

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총화이고 이러한 감

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도 하다.

정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되는 하나의 태도로써 자신의

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 및

직무 혹은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행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에게 내재되어 있는 무형

복하고 긍정적인 감정적 상태이다[14]. 즉 직무만족은 개

의 능력을 전제로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

인이 자기 스스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와 관련해, 호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능력을 유인할 수 있는 변혁적 리

의적이고 적대적인 감정 상태에서 발생하는 태도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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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이러한 직무만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터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리더십이 조직구

리더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

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문

선행연구에서도 지지되어 왔다. 하지만, 구성원의 특정

제에 접근하도록 격려하기 때문에[12], 구성원에게 현재

상황을 지각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구

직면하고 문제점에 대해 알려주며 구성원이 스스로 문제

성원의 행동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직무만족에 영향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권한다. 그리고 구성원과 함

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21].

께 문제해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과정을

직무특성(job characteristics)은 직무 수행과정 중 개

통하여 그들은 자유롭게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을 탐구하

인으로 하여금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 의미감을 느끼고

며 문제해결능력이 제고 된다. 또한 어려운 과업을 해결

결과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영향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을 미치는 핵심적인 직무의 속성으로 정의하고 있다[22].

때문에 이는 직무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게 된다[17].

그리고 Hackman과 Oldham(1976)이 구분한 직무특성 모

또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구성원에게

형에 의하면 직무특성은 기술 다양성(skill variety), 직무

직무수행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시하면 구성원

정체성(task identity), 직무중요성(task significance), 자

들의 직무만족은 높아지게 되며,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

율성(autonomy), 피드백(feedback)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리더는 구성원의 직무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3]. 그중 자율성은 직무수행의 절차나 방법의 결정에

이는 직무태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며

있어서 직무담당자에게 부여하는 자유, 독립성, 재량권

변혁적 리더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과업을 보다

정도의 범위를 가리키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을 수

흥미롭게 만들어 줌으로써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행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 결정된다. 독자적인 판단이나

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18].

의사결정의 재량이 넓을수록 일에 대한 높은 책임감, 성

Braun 등(2013)은 대학의 연구팀을 대상으로 개인차

장욕구와 자아실현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원의 변혁적 리더십과 팀차원의 변혁적 리더십을 구분하

직무의 자율성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심리적 속성

여 슈퍼바이저에 대한 신뢰 및 팀에 대한 신뢰를 매개변

과 관련되어 있다. 즉, 인간에게는 자기통제의 욕구가 있

수로 채택하고 직무만족 및 팀성과를 종속변수로 연구한

기 때문이다. 특히 직무설계에 관한 이론들에서 구성원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유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직무

나타났다[19].

특성중의 하나가 자율성이라고 한다. 직무자체의 의미와

더불어 류동웅․신진교(2013)는 변혁적 리더십이 직
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개인특성의 조절효

함께 직무자율성이 보장되어야 궁극적으로 동기유발과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과라는 연구에서 국내 서울, 경기지역 및 대구지역에 소

특히 직무특성과 관련하여 Hackman과 Oldham(1980)

재하는 금융업, 건설업, IT관련기업, 제조업의 근로자를

이 제시한 직무특성모델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

족과 관련하여 직무를 가진 모든 조직에 적용이 가능하

에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에, 변혁적 리더

다고 하였다[22,24]. 모든 핵심직무 특성들이 직무만족과

십은 직무성과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0].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그중에서도 자율성이 가장 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계를 갖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25].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
극 그리고 개별적 배려와 같은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혁적 리더십은 수평적 네트워크와 높은 신뢰

2.2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에 대한 직무자
율성의 조절역할

관계, 부하의 자율을 중시한다. 즉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
어 구성원의 실질적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자유재량권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조직은 구성원

가질 수 있는 직무자율성은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과는

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내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부

차이가 있지만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를 이끌어 줄 수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19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직무자율성의 조절효과

있는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들의 자율을 존중해 주고 중

3.2 변수의 측정 및 신뢰성 분석

시하는 리더의 유형이므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설문문항은 리커트 5점척도

더는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리더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신뢰하는 구성원은 과업수준의 향상, 만족을 높이는 것

첫째,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자신이 달

뿐만 아니라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을 조절하는 것으로

성해야 할 결과의 중요성을 보다 강하게 인식시키고, 구

예상해볼 수 있다.

성원의 욕구를 상위수준으로 올림으로써 기대이상의 성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리더와 직무만족의 사이

과 달성과 동기유발을 시키는 리더십으로 정의하였다

에서 직무자율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26]. Bass와 Avolio(1992)의 MLQ 축소판인 12개 항목을

에 근거하여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변혁적 리더십의 Cronbach's

가설 2: 직무자율성은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α는 0.94이었다[27].
둘째, 직무자율성은 직무의 일정계획과 수행방법 등에
사용되는 절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무가 개인에게 실
질적인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자유재량을 주는 정도를

3. 연구모형 설계

의미하며[23], Hamckman과 Oldham(1980)이 제시한 직
무특성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직무진단조사(JDS: Job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Fig. 1]과 같은 연구모
형을 설정하였다.

Diagnostic Survey)의 3개의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직무자율성의 Cronbach's α는 0.80이었다[14]. 마지
막으로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와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
결과로 인해 얻어지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이며
[6], Mowday, Steers와 Poter(1979)가 개발한 6개의 설문
항목을 사용하였다[28]. Cronbach's α는 0.87이었다.

4. 실증분석
[Fig. 1] The research model

3.1 표본 및 자료수집

4.1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들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SAS9.1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본 연구의 표본은 경상북도,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기

<Table 1>에 나타나 있다.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각각 유

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조사 방법은 직접 방문

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

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으로 분류하여 30여개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의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1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여 정도 조사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Table 1> Basic statistics and Correlations

380부를 회수하여 95%의 회수율을 보였다. 불성실한 응
답자 및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설문을 제외하고
총 376부가 실증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응답자 별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236 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이
별로는 20-30대가 전체 응답자의 59%, 직위는 일반사원

Variables
1. Transformational
leadership

M

S.D

1

3.22

0.71

1

2

2. Job satisfaction

3.40

0.71

0.69***

1

3. Job autonomy

3.30

0.71

0.88***

0.76***

Note: ***p<0.001, N=376

이 전체의 5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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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검증

추정하기 위한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상

Smart PLS 3.0을 활용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

호작용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

다. PLS(Partial Least Squares)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셈 형태인 상호작용항을 새롭게 만들어 회귀식에 투입한

간의 상호작용항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는데 용

다.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자율성의 상호

이한 기법이다[29]. PLS를 활용하여 측정항목들에 대한

작용항을 만들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집중타당성, 내적일관성, 판별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확

먼저 <Table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회귀에 의한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

적합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

다.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는 Bagozzi와

십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간의 결정계수는 0.65로 이 모

Yi(1998)이 제시한 기준인 0.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30],

델의 전체 변동 중 약 65%가 회귀선에 의해 설명되고 있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도

음을 알 수 있다.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시한 기준인 0.5를 상회하

가설의 검증결과가 <Table 3>에 나타나 있으며 첫 번

였다[31]. 또한 측정항목들과 구성개념들을 연결하는 표

째 모델(가설1)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

준화 요인적재치가 통계적으로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estimate=0.70, t=21.59). 두 번째

하여(t>1.96)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모델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estimate=0.15, t=2.68)
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직무자율성은 직무만족
(estimate=0.68, t=12.73)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세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Variables

items
tl1
tl2
tl3
tl4
tl5
tl6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l7
tl8
tl9
tl10
tl11
tl12
jc1
Job autonomy
jc2
jc3
js1
js2
js3
Job satisfaction
js4
js5
js6

Estimate
0.76
0.78
0.64
0.79
0.79
0.82
0.79
0.78
0.83
0.73
0.77
0.76
0.75
0.84
0.79
0.64
0.80
0.84
0.82
0.86
0.71

t
29.75
34.10
17.55
36.42
36.59
41.42
34.63
23.66
56.62
23.77
23.38
27.92
24.73
37.33
29.99
14.18
34.09
54.15
39.75
60.15
20.07

AVE

CR

호작용항이 추가되었을 때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유의
도 p<0.1로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
절효과를 검증할 때 상호작용항 자체의 유의성이 낮거나
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호작용항의 설명력
0.60

0.94

 에

의해 유의미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조

따라서 직무자율성은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조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무자율성이 높을수
록,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0.63

0.84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1과 2 모두 채택되었다.
<Table 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0.61

0.90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3개의 회귀
모델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모델1에서는 독립변수
모델2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영향을 확인하고,
독립변수와

증분(Δ  )은

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직무자율성

모델3에서는

번째 모델(가설2)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자율성의 상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interactional terms)을 넣어 살펴보았다. 즉 조절역할을

Variables
Independent
Dependent
variable
variable
Transformational
→js
leadership
Moderator
variable
→js
Job autonomy
Interaction term
Transformational
→js
leadership*Job
autonomy

Model1

Mode2

Mode3

0.70**
(21.59)

0.15**
(2.68)

0.15**
(2.87)

0.68**
(12.73)

0.68**
(13.21)

0.49

0.97

Note: **p<0.05, *p<0.1, two-tailed test

0.04*
(1.70)
0.65
0.48

0.66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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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4.1 논의 및 시사점

4.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학문적, 실무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종업원들이 리더의 리더십 스

본 연구는 조직의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들이 느끼

타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까지 모두 평가하였기 때문

는 직무만족의 만족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더불어

에 설문응답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

직무자율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후 연

선행연구 논의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
하였고, 설정된 연구가설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구에서는 예측변수와 행동변수의 측정을 좀 더 객관적으
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둘째, 본 자료는 횡단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SAS와 PLS 통계 프로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유추하는데 제한적이다. 보다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대한 구체적 분석

정확한 시대상황의 반영을 위해 종단적 연구 설계가 이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를

첫째,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의 변

다양화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영향
을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혁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잘 발휘될수록 조직구성원의 직
무만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11],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구성원에게 직무수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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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의 사이에서 직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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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조절효과가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혁적인 리더와 더불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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