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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심리적 권한부여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권한부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리더-구성

원 교환관계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권한부여의 매개역할, 그리고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심리적 권한부여 관계에 있어서 

상사신뢰의 조절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국내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290명의 은행원들로부터 수집되었다. 첫째, 리더-구성원 교환관

계는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심리적 권한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권한부여는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적 권한부여는 LMX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상사신뢰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심리적 권한부여 간의 정(+)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권한부여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상사신뢰 둘 다가 높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높은 질의 구성원 교환관계와 함께 상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강할 때, 그들의 심리적 권한부여가 높아진다는 사

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구성원들의 직무성과 향상에 있어서 높은 질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높은 수준의 심리적 권한부여가 중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핵심주제어: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심리적 권한부여, 상사신뢰, 직무성과 

Ⅰ. 서론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향상된 성과, 더 

높은 직무만족, 더 강한 조직몰입, 더 강한 고객지향성을 포

함하는 긍정적 성과 및 태도적 결과를 초래한다(Gerstner & 
Day, 1997; Lindsey Hall et al. 2016).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LMX) 이론은 리더들이 어떻게 그들의 부하직원들 각자와 

독특한 관계의 질을 발전시키고 결정하는지를 강조한다

(Rockstuhl et al. 2012). LMX는 짝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효과적인 업무관계를 나타낸다(Graen & Uhl-Bien, 
1995).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인적자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서 평가받고 있으며(Barney, 1991), 조직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차동옥 

외, 2010). 이러한 인적자원의 관리차원에서 리더-구성원의 교

환관계가 중요한 리더십이론으로 제시된다(Erdogan & Enders, 
2007). 

LMX는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의무감을 형성함으로써 구성

원의 태도, 행동, 그리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Dirks & Ferrin, 2000). 높은 질의 LMX 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은 

우호적인 성과평가, 승진, 임금상승 등을 포함한 특별한 혜택과 
기회를 갖는다(Kacmar et al. 2003). 이러한 높은 질의 LMX는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적 기대 사이의 일치를 요구하며

(Kramer, 2006), 종업원들로 하여금 조직으로부터 받는 유형적 

보상과 자기존중감이나 인정과 같은 무형적 보상에 보답하기 

위해 그들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만든다(Mowday et al. 1982).
개인의 직무성과는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리더의 역량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리더와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를 기

반으로 그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LMX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 
LMX는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권한부여에 있어서 중요한 선

행요인이다(Chen et al. 2007; Keller & Dansereau, 1995). 즉, 
LMX의 정도에 따라 구성원들이 그들의 권한에 대한 심리적 

인식이 달라진다. 심리적 권한부여는 직무역할에 대한 적극적

인 지향을 반영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Pieterse et 
al. 2010). 심리적 권한부여는 리더가 부하에게 자율권을 부여

하거나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이는 다시 자율적이며 독립적

인 의사결정을 통해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ancer & George, 2003). 심리적 권한부여는 또한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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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Thomas & Tymon, 1994).
지금까지 LMX와 직무성과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

들이 많이 있었지만(Chaurasia & Shukla, 2014; Chen et al. 
2012; Kim et al. 2015), 국내의 은행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LMX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권한부여의 매

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LMX와 심리적 권

한부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사신뢰가 이들의 관계를 조절

한다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은행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대

상으로 LMX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 LMX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권한부여의 매개효과, 그리고 LMX와 

심리적 권한부여에 있어서 상사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LMX와 직무성과

LMX의 질은 구성원들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LMX는 
리더와 구성원간의 사회적 교환관계를 나타낸다(Wayne et al. 
1997). 높은 질의 LMX 관계는 존경, 신뢰, 충성, 호혜의 느낌

으로 구성되며, 증가된 신뢰 수준과 더 많은 자원할당은 종업

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보답하려는 그들의 의

무감을 강화시킨다(DeConinck, 2011). 리더와 구성원들은 다양

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차별적인 교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리더는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른 행동패턴을 보이고, 
구성원들은 리더와의 관계를 각자 다르게 지각한다(Dansereau  
et al. 1975). 이러한 서로 다른 LMX의 질에서 오는 지각의 

차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에 

차이를 가져온다. 즉, 리더와 높은 질의 교환관계를 갖는 구

성원들이 더 높은 직무성과를 달성한다. 
LMX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리더의 심리적 및 경제적 지원

이나 중요한 정보공유 등에 대한 보답을 위해 호혜적인 교환

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그들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iden et al. 1993). 한편으로, 리더는 구성원들의 성과

달성에 보답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되며, 이는 LMX
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조직 내 개인성과는 

리더의 역량이나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다. 조직 내 업무의 대부분은 구성원들 간의 팀워크나 협업 

그리고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그 성과가 달라진다(양지혜·김종

인, 2015). 
선행연구들(Bauer & Green, 1996; Chen et al., 2012; Graen  

et al. 1982; Mayer et al. 1995; Wayne et al. 1997)은 LMX가 

생산성, 업무성과와 같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1. LMX는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LMX와 심리적 권한부여

LMX이론의 특징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의 질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별하는데 있다. 이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의 질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권한부여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리더가 내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

게는 위임적, 참여적으로 행동하며 보상을 제공하는데 반하여, 
외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에게는 최소한도의 관심이나 배려만

을 제공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Dansereau et 
al. 1975). 요컨대, 리더와의 내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은 외집단

에 있는 구성원들에 비하여 그들의 직무에 대한 권한부여를 

심리적으로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 
심리적 권한부여는 리더십의 영향에 따른 중요한 결과이다. 

Spreitzer(1995)는 심리적 권한부여를 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

이 내재적 직무동기를 고양하여 그들 삶의 통제력을 얻는 과

정으로 개념화하였다. 심리적 권한부여는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을 강화시키는 행동으로 각자의 내적 신념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Graen & Uhi-Bien(1995)은 LMX가 권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eller & Dansereau(1995)는 
LMX를 심리적 권한부여의 선행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차별성의 수준이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심리적인 권한에 차이를 가져오기에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질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권한부여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행요인이다. 선행연구들(Greco et al. 2006; Kang et 
al. 2012; Laschinger et al. 2009)은 LMX가 심리적 권한부여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LMX는 심리적 권한부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심리적 권한부여와 직무성과

심리적 권한부여는 직무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지향을 반영

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이며(Pieterse et al. 2010), 강화된 내

재적 직무동기와 같은 개념이다(Thomas & Velthouse, 1990). 
Spreitzer(1995)는 심리적 권한부여를 구성원이 내재적 직무동

기를 높여서 그들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과정이라고 개

념화하였다. Conger & Kanungo(1988)는 심리적 권한부여를 관

계적 차원과 동기부여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관계적 

차원의 심리적 권한부여는 리더가 부하에게 권력을 나누어주

거나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동기부여 차원의 심리적 

권한부여는 리더가 부하에게 자율권을 주거나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 권한을 지각하는 종업원들은 변화에 적

응할 수 있는 능력과 향상된 생산성을 통해 조직에 기여한다

(Greasley et al. 2008). 권한부여를 지각하는 종업원들은 역할

수행을 하는 동안 육체적, 인지적, 감정적 차원에 있어서 업

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들 자신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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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et al. 2004). de Villiers & Stander(2011)는 심리적 권한부

여가 업무 참여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Meyerson 
& Dewettinck(2012)는 종업원들의 심리적 권한부여가 그들의 

직무성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심리적 권한부여의 

구성요소 중 의미부여, 경쟁력, 자기결정권, 영향력이 직무성

과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Ölҫer, 
2015).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심리적 권한부여는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심리적 권한부여의 매개역할

리더와 구성원의 교환관계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권한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권한부여는 다시 그들의 직

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더-구
성원 교환관계가 직접적으로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

적 권한부여를 통해 직무성과를 높이는 간접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높은 질의 LMX는 리더로 하여금 부하직원들에 대

한 중요한 정보공유, 신뢰 및 책임감의 부여 등을 통해 자신

감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인식하게 하며, 이는 

다시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성과를 높이게 한다. 
LMX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권한부여의 매

개역할은 유사한 몇몇 연구들을 통해 심리적 권한부여의 매

개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Spreitzer(1995)는 심리적 권한부여

가 역할명확성, 정보접근성 및 자원접근성 지원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남희수

(2013)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임

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제시하였다. Liden et al.(2000)은 심리

적 권한부여의 의미부여와 경쟁력 차원이 직무특성과 업무만

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며, 의미부여가 직무특성과 조직몰입 간

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설 4. 심리적 권한부여는 LMX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5 상사신뢰의 조절역할

상사신뢰는 상사의 행동이나 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기꺼이 수용하

려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Rousseau et al. 1998). 상사신뢰는 

부하직원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McAllister, 
1995), 이러한 신뢰는 다양한 직무결과와 관련된다(Dirks & 
Ferrin, 2000). 상사가 업무관계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신뢰적일 

때, 종업원들은 보다 안전하고 생산적일 수 있으며 조직에 대

해 충성심을 보이게 된다(Davis et al. 2000). 상사가 업무수행

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실시할 때, 종업원들은 그들의 상사

를 보다 신뢰할 수 있다(Trevino & Brown, 2004). Mulki et 
al.(2006)은 상사신뢰가 종업원들의 직무태도와 이직의도에 긍

정적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Choi et al.(2004)
은 상사신뢰가 역기능적 행동을 낮춘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금까지 LMX와 심리적 권한부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상사신뢰

의 조절효과를 분석했던 몇몇 선행연구들을 보면, 상사신뢰가 

감성리더십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역할을 

하며(박동수 외, 2009), 상사신뢰가 온정주의적 리더십과 윤리

적 풍토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Ötken & 
Cenkci, 2012). 이러한 맥락에서, LMX가 구성원들의 심리적 

권한부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구성원들의 상사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상사신뢰는 LMX와 심리적 권한부여 간의 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며, 이 관계는 상사신뢰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변수들에 대하여 제

시한다.  

심리적 
권한부여

직무성과LMX

상사신뢰

매개효과: 가설 4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5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3.1 연구표본

본 연구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은행의 종업원들을 대

상으로 응답자가 설문에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총 500부를 배부하여 296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59.2%), 내

용이 부실한 6부를 제외한 290부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보면, 응답자의 51%(148명)가 여성으로 남성

(142명, 49%)보다 약간 많았으며, 72.1%(209명)가 기혼자로 미

혼자(29.9%, 81명)보다 훨씬 많았다. 

3.2 변수의 측정

LMX는 Scandura & Graen(1984)의 7개 문항을 사용하여 리

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 
측정문항은 “나의 지점장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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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욕구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나의 지점장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나를 지원해 주는 편이다.” 등을 포함한다. 
심리적 권한부여는 Spreitzer(1995)의 4개 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

다). 측정문항은 “나는 내 직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내 팀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나의 영향은 큰 편이다.” 등을 포함한다. 
상사신뢰는 Mcallister(1995)의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 측정문항은 “지점장과 

친하지 않은 사람 들 조차도 동료로서 지점장을 신뢰하고 존

중한다.”, “내가 지점장과 내 문제를 공유하는 경우, 나의 지

점장은 긍정적으로 응답한다.” 등을 포함한다. 직무성과는 

Law et al.(2010)이 개발한 7개 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 측정문

항은 “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는 모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등을 포함한다. 

3.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α값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LMX .94, 심리적 권한부여 .90, 상사의 신뢰 .95, 
직무성과 .87로서 변수들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

석 결과, 요인적재값이 .4이상인 문항을 기준으로, LMX는 7
개 문항 가운데 7개 문항, 심리적 권한부여는 4개 문항 가운

데 4개 문항, 상사신뢰는 10개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 직무

성과는 7개 문항 가운데 3게 문항이 제거된 4개 문항이 각각 

요인으로 묶였다. 

Ⅳ. 분석결과

4.1 기초통계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LMX는 심리적 권한부여와 직

무성과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각각 r = .285, r = .327, 
둘 다 p < .001), 상사신뢰는 심리적 권한부여와 정(+)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r = .363, p < .001), 심리적 권한부여는 직무성

과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r = .551, p < .001). 

<표 1>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a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1. LMX 6.517 .703

2. 상사신뢰 6.459 .808 .743***

3. 심리적 권한부여 5.933 .995 .285*** .363***

4. 직무성과 6.444 .647 .327*** .366*** .551***

a N = 290. *** p < .001

4.2 가설검증

가설 1은 LMX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LMX
는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13, p < .001). 그리하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2는 LMX가 심리적 권한부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과, LMX는 심리적 권한부여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71, p < 
.001). 그리하여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은 심리적 권한부여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과, 심리적 권한부여는 직

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36, 
p < .001). 그리하여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가설 4는 심리적 권한부여가 LMX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매개효과는 Baron & Kenny 
(1986)의 4단계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1단계로 LMX는 직

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β = .313, p < .001), 2단계

로 LMX는 심리적 권한부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β = 
.271, p < .001), 3단계로 독립변수(LMX)에 매개변수(심리적 

권한부여)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직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β = .436, p < .001), 4단계로 

이때 독립변수(LMX)의 직무성과에의 영향(β = .188, p < 
.001)이 매개변수가 투입되지 않았을 때 독립변수의 직무성과

에의 영향(β = .313, p < .001)보다 적으므로 심리적 권한부

여는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다. 그리하여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가설 5는 상사신뢰가 LMX와 심리적 권한부여 간의 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과, LMX와 심

리적 권한부여 간의 정(+)의 관계는 상사신뢰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심리적 

권한부여에 대한 LMX와 상사신뢰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준

다. 그리하여 가설 5는 지지되었다. 

<표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a

변수 심리적 권한부여 직무성과

1 단계: 통제변수

성별b -.050 -.044 -.026 -.125* -.101*

결혼c .196** .159* .136* .211*** .126*

연령 .056 .054 .064 .076 .051

근속연수 .078 .065 .062 .037 .006

학력 .045 .036 .039 .024 .003

2 단계: 독립변수

LMX .271*** .048 .142 .313*** .188***

3 단계: 조절변수

상사신뢰 .302*** .372***

4 단계: 조절변수

LMX×상사신뢰 .210**

5 단계: 매개변수

심리적 권한부여 .463***

R² .132 .172 .192 .184 .344

△R² .040*** .020** .186***

자유도(df) 6, 283 7, 282 8, 281 6, 283 7, 282

F 7.187*** 8.384*** 8.364*** 9.909*** 22.636***
a N = 290, b 1=남성, 0=여성, c 1=기혼, 0=미혼. 표준화 회귀계수값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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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사신뢰

낮은 상사신뢰

낮은 LMX 높은 LMX

직무
성과

 

<그림 2> 심리적 권한부여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Ⅴ.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LMX, 심리적 권한부여, 상사신뢰, 직무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LMX는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MX가 구성원들의 업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갖는다는 선행연구들(Chen et al. 2007; Mayer et al. 
1995)과 일치한다. 둘째, LMX는 심리적 권한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MX가 심리적 권한부

여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Kang et al. 2012; 
Laschinger et al. 2009)과 일치한다. 셋째, 심리적 권한부여는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질의 권한부여가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

구들(Meyerson & Dewettinck, 2012; Yao et al. 2013)과 일치한

다. 넷째, 심리적 권한부여는 LMX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사신뢰

는 LMX와 심리적 권한부여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

저, 본 연구는 심리적 권한부여가 LMX와 직무성과 간의 관

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MX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지만, 심리적 권한부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의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LMX가 

심리적 권한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상사신뢰에 의해 달라진다

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지금까지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심리적 권한부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사신뢰의 조절효과를 밝힌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리더-구성원의 교환관계가 심리적 권한부여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상사신뢰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가장 커진다는 사실

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MX와 심리적 권한부여 간

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모형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크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째, 지점장들은 지점 종업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점장들이 그들의 부하직원들과의 관계를 긍정적

으로 강화할 때, 구성원들의 심리적 권한을 높이며 종업원의 

직무성과를 높이기 때문이다(김미좌·박계홍, 2012). 상호호혜

의 이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점장이 종업원에게 업무적

으로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종업원은 지점장이 주는 보상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긴다. 둘째, 지점장들은 지점 종업원과 좋은 신뢰관

계를 쌓아야 한다. 종업원의 지점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는 

지점장-종업원 관계가 심리적 권한부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

과를 더욱 높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점장들은 지점 종

업원들의 심리적 권한부여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심리적 권한부여는 종업원

들의 직무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선행요인이며, 현재의 조직들

에 있어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Ölҫer, 2015). 종업

원들의 심리적 권한부여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높은 질의 

LMX 유지와 같은 리더의 역할, 명확한 업무분장, 높은 질의 

팀-구성원 교환관계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Deci et al.(1989)은 

부하직원들의 권한부여 경험에 있어서 리더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리더들이 그들의 부하직원들에게 조

성한 대인관계적 업무풍토는 부하직원들이 자존감과 자기결

정권을 느끼게 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역할명확성(Spreitzer, 
1995)과 팀-구성원 교환관계(Team-Member Exchange: TMX, Liden 
et al. 2000)가 종업원들의 심리적 권한부여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이 

금융업의 종업원들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

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

융업 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 속한 구성원들

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동일방법편

의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서 사용한 

독립, 조절, 매개, 종속변수들의 분석자료가 종업원들로부터만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동일원천의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상사

의 설문자료나 회사의 성과자료와 같은 다양한 원천의 연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모형 상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은 LMX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윤리적 리더십, 진성리더십, 변혁적 리더십과 같은 

다양한 리더십 변수들을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 권한부여 외에 긍정심리자본, 네트워크 특성, 사
회적 교환관계 등 다양한 연구변수를 고려한 향후 연구가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료의 수집에 따른 한계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00부를 배포하여 296부를 회수함

으로써 회수율이 59.2%로 다소 낮은 편이다.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많은 영업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일부 

은행지점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설문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낮은 연구자료 회수율을 해결하기 위한 방

안 강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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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X and Job Performanc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Moderating Role of Supervisory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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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Leader-member exchange (LMX) o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MX and job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role of 
supervisory trust i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MX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290 employees in 
Korean Banks.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LMX was posi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performance, and 
that psychological empower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job performanc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psychological empowermen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MX and job performance. Especially, supervisory trust moderat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MX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such that the relationship was stronger when supervisory trust was high than it was low. 
Fin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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