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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의 집단형 문화가 합리형 문화에 미치는 영향
-여성 리더의 직위와 경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Clan Culture on Market Culture of Public Organization 
Focusing of Mediating Effect of Women Leader's Position and Carrier  

김혁영*, 김택**

Kim, Hyuk Young*, Kim, Taek**

요 약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의 집단형 문화와 합리형 문화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 특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촉진자, 선도자, 생산자, 지시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의 직위

와 경력이 매개효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개념적 연구모형은 집단형 문화, 여성리더 특성, 합리형 문

화의 3개 요인으로 설계되었다.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형과 조직문화와 관련된 500개의 조사대상표본에 기

초해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집단형 문화와 합리형 문화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 특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촉진자 리더십은 여성리더의 직위와 경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

째, 선도자 리더십은 여성리더의 경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여성리더의 직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여성 리더의 직위와 경력은 생산자 리더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여성 리더의 직위

와 경력은 지시자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촉진자 리더십은 생산자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고, 선도자 리더십은 지시자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성리더 특성의 매개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형 문화가 합리형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증함으로서 학술적 기여도를 높였

으며, 또한 정책적, 혹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리더십 유형과 조직문화 연구 분야에서 여성리

더의 직위와 경력 변수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주요어 : 집단형 문화, 합리형 문화, 여성리더 특성, 매개효과, 구조방정식모형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women leader's characteristic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n culture and market culture of global companies.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of women leader's position and carrier in the relationship among facilitator, mentor, 
producer, and director leadership using partial mediation and completed mediation model.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Conceptual research model is designed with three constructs such as clan culture, woemn leader's 
characteristics, and market culture. Based on five hundred cases with leadership styles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global companies, this study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women leader's characteristic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n culture and market culture using structured equation modeling. Results : Facilitator leadership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women leader's position and carrier. Mentor leadership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women leader's carrier while they are not correlated with mentor leadership and women 
leader's position. Women leader's position and carrier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director 
leadership while women leader's position and carrier not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procucer leadership. Also 
facilitator and mentor leadership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on producer and director leadership. Conclusions : 
By controlling for the mediating effect of women leader's characteristics, this study have improved the academic 
contributions as well a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rough empirical study of clan culture that affect 
market culture in the filds of leadership style and organizational. In addition, this study means that the 
mediating effects on the variables of women leader's position and carrier were examined.   
                
Key words :Clan culture, Market culture, Women leader's characteristics, Mediating effect, Structured Equation Modeling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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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 글로벌기업의 이사회에서 여성임원 비율은

20.6%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임

원 비율은 3.1%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로 나

타났다(여성가족부, 2017). 2019년 현재 한국의 여성임

원 3.1%의 비율은 일본 5.7%, 파키스탄 5.5%보다 낮은

수치이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여성의 사회진출에 많

은 장애가 있으며, 특히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파키스탄은 임원비율이 해마다 최하

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글로벌기업에

서 여성임원 비율이 5.7%로 파키스탄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일본은

2018년에 임원비율이 전 세계에서 꼴찌를 한 국가이며,

그나마 2019년에는 약간 상승한 상태이다. 2019년에 임

원비율이 일본과 파키스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3.1%

로 꼴찌를 했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기업을 지향하는 한

국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할 전망

이다.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기업에서 여성관리

자 비율의 전 세계 평균은 17.6%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3.9%로 이 또한 여성임원

비율과 함께 전 세계 꼴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가

족부, 2017). 글로벌기업들에 비해서 한국의 73개 기업

들 중에서 여성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있는 국내기업

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한국기업의 최

고위 임원직은 4.0%로 전 세계 최고위 임원직 비율인

5.0%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

기업 최고위 임원직에 창업자 일가의 여성 가족이 최고

위 이사회에 포함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김혁

영 & 김택, 2018).

본 연구에서 글로벌 기업의 집단형 문화와 합리형

문화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집단형 문화와 합리형 문화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조직 내 관리자의 촉진

자와 선도자 리더십이 생산적이며 지시적 역할을 강조

하고 있는 합리형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와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은 먼저, 기존

의 연구에서 주장하였던 집단형 문화가 합리형 문화

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실증적 연구로 재검토해 보

고(Alkindi and Chaldler, 2018; Aydin, 2018; Cummings

and Worley, 2009), 다음으로, 집단형 문화와 합리형 문

화 간의 관계에서 관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조직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Anderson et al, 2010; Mete, 2017; Schein, 2010;

Silva et al, 2018). 또한 조직문화에 따른 리더십 유형

으로 집단형 문화에 속한 촉진자 리더십과 선도자 리더

십이 합리형 문화에 속한 생산자 리더십과 지시자 리

더십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글로벌 기업의 집단형

문화가 합리형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합리형 문

화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촉진자와 선도자 리더십이 생

산자와 지시자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합리

형 문화의 조직에 있는 여성 리더의 직위와 경력이 매

개효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합리형

문화 고집단을 대상으로 촉진자와 선도자 리더십이 생

산자와 지시자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합리

형 문화가 높은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리더의

직위와 경력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합리형 문화 저집단을 대상으로 촉진자와

선도자 리더십이 생산자와 지시자 리더십에 영향을 미

치는데 있어서 합리형 문화가 낮은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리더의 직위와 경력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글로벌기업의 경쟁가치모형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상황적 요인인 글로벌기

업의 조직문화와 여성 자신의 노력과 개발이 담긴

여성 리더십의 상관관계를 검출하여 한국기업의 여

성 리더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를 도

출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 글로벌기업의 여성 리

더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의 유형과 조직문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논의함에 있어서 경쟁가치모

형 (Competing Values Framework: CVF)에 주안

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Cameron et al,

2006, 2014; Cameron & Quinn, 2006, 2011). 글로

벌 경영 현장에서 조직에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성 리더들에게 조직관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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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야를 확장시켜주고 현실에 대한 적절성을 제

공해 줌으로서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게 한

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경쟁가치모형은

조직 내에 리더들이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

고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조직문화에

따른 리더십 스타일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경쟁가치모

형을 조직에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의 글로벌기업의

여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들이 조직 내에서

어떠한 리더십 유형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있

으며, 장기적으로 이 여성리더들이 어떠한 형태의

조직문화를 구축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가를 탐

색해 보고자 한다.

경쟁가치모형은 각각의 조직모형이 지니고 있는 서

로 다른 그리고 심지어는 상반된 전략들을 제시하며,

실제 조직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합적인 상황을 극복하

는 데 필요한 선택의 폭과 효과성 제고의 가능성 등을

확장시켜준다. 그러나 CVF 자체가 이를 가능하게 하

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념적 틀을 제공

하는 것 뿐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CVF를 활용

하는 관리자가 각 모형이 지니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각 모형과 연계된 다양한 역

량을 충분히 습득하여, 당면한 상황에 적합한 조합으로

각 모형의 역량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소양을 지

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Cameron et al, 2014;

Cameron & Quinn, 2011; Kim, 2004).

Cameron & Quinn(2011)의 연구에 따르면 경쟁가치

모형은 조직문화에 따른 리더십 유형을 명료하게 제시

한 연구이다. 이들은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조직문화로

집단형 문화, 위계형 문화, 합리형 문화, 개발형문화의

4가지 조직문화를 제시하였으며, 집단형 문화에 촉진자

와 선도자 리더십으로 분류하였고, 위계형 문화에 조정

자와 감시자 리더십, 합리형 문화에 생산자와 지시자

리더십, 개발형 문화에 혁신자와 중개자 리더십의 8가

지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조직 내

에 중간관리자 이상의 관리자들이 조직구성원에게 리

더십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을 리더십 유

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 8가

지 리더십 유형에 기반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Dimitrov(2016)는 조직에 있어서 조직문화와 전략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그는 조직문화

는 전략을 따르고 전략은 조직문화를 따른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조직문화가 전략에 영향을 미쳐서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하면, 조직에 있어서 전략을 잘 수

행할 수 있는 조직일수록 조직문화가 잘 구축되어 있

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집단

형 문화와 합리형 문화는 위계형 문화와 개발형 문화

에 비해서 전략 실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계형 문화와 합리형 문

화는 조직 내에서 정책을 구축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

이나, 조직 내의 자원을 사용하고 동기부여를 촉진하면

서, 조직 내의 구조적 요인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관

심이 낮은 것을 말한다.

2. 집단형 문화와 합리형 문화 간 관계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집단형 문화는 합리형 문화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조직문화의 특성 측면에서 집

단형 문화는 내부집중 및 통합화(internal focus and

integration)의 관점에서 유연성 및 신중(flexibility and

discretion)에주안점을두고있는반면에, 합리형문화는

외부집중 및 차별화(external focus and differentiation)

의 관점에서 안정성 및 통제(stability and control)에 주

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Dimitrov, 2016;

Robbins and Judge, 2013).

Sosnovskikh(2016)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대

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일본을 대표하

는 도요타 자동차의 조직문화가 역사적으로 집단형 문

화를 기반으로 하면서 합리형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일본의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를

Hofstede(2004)가 제시한 권력집중, 개인주의와 집단주

의, 남성성 중시, 불확실성 회피, 시간 지향성의 5가지

영역으로 문화적 차이를 제시하면서 일본의 도요타 자

동차가 전통적으로 집단형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집단형 문화는 합리형 문화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집단형 문화는 특히 서로 어

우러지는 가치와 목표, 화합, 참여, 그리고 개개인의 특

성, 개성을 강조한다. 집단형 문화의 전형적인 특색은

조직구성원들 서로간의 화합된 단결성과 조직 구성원

들 간의 서로 어우러지는 결합이다(Lawrence et al,

2009; Silva et al, 2018) . 합리형 문화를 가진 조직들은

새로운 경쟁자들의 변화에 민감하며, 가장 주된 초점은

이러한 경쟁조직들과의 상호관계에 있다. 이러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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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문화의 가장 주된 가치는 경쟁력과 생산성이며, 외

부의 환경과 변화에 항상 받아들이고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Divan, 2012; Mete, 2017).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개발형 문화의 특성이 높은

조직들은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합리형 문화와 유사한

조직문화의 특성을 보인다. 집단형 문화는 조직 내부활

동의 유연성과 개성을 강조하면서 조직구성원들의 조

화와 화합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Mastroianni et al.,

2014), 조직구성원의 충성심과 사기가 진작된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에, 부적절한 참여나 비효율적인 회의 참

석과 함께, 획일적 평등주의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이 집단형 문화는 조직 내부활동에

집중하고 유연성을 통한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형 문화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Lunenburg, 2011).

Alkindi and Chaldler (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형 문화는 내부 조직활동의 유지와 통합화를 하면

서 유연성 및 신중을 강조하고 있으며, 합리형 문화는

외부 조직활동의 유지와 차별화를 하면서 안정성 및

통제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

다. 이 합리형 문화는 조직 내에 리더를 촉진하고 선도

하는 집단형 문화와 상관관계가 있다. 집단형 문화의

리더십은 촉진자 리더십과 선도자 리더십의 형태로 나

타나는데, 촉진자 리더십은 관리자와 추종자들간의 관

계가 서로 응집력과 도덕성에 중점을 두고, 항상 추종

자들 개개인의 생각과 개성을 권장하려고 노력하는데

있으며, 선도자 리더십은 팀워크, 개방성, 그리고 강한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관리자는 추종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추종자들의 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사적인

일까지도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한다.

ⅡI. 연구조사방법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집단형 문화가 관리자 특성, 합리형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념적 연구모

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집단형 문화,

관리자 특성, 합리형 문화의 3개 요인으로 설계되었다.

집단형 문화는 촉진자 리더십과 선도자 리더십 변수

(Anderson et al, 2010; Mete, 2017; Schein, 2010; Silva

et al, 2018)가 포함되었으며, 관리자 특성은 여성리더

직위와 여성리더 경력 변수(Lawrence et al, 2009;

Silva et al, 2018)가 구조방정식모형에 포함되었다. 또

한 합리형 문화는 생산자 리더십과 지시자 리더십 변

수(Cameron et al, 2014; Cameron & Quinn, 2016)가

개념적 연구모형에 포함되었다.

그림 1. 개념적 연구모형

Figure 1. Conceptual Model

2. 연구가설의 설정

H1: 촉진자 리더십이 여성리더 직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촉진자 리더십시 여성리더 경력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선도자 리더십이 여성리더 직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선도자 리더십이 여성리더 경력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여성리더 직위가 생산자 리더십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여성리더 경력이 생산자 리더십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촉진자 리더십이 생산자 리더십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여성리더 경력이 지시자 리더십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선도자 리더십이 지시자 리더십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여성리더 직위가 지시자 리더십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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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세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 번

째 단계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집단형 문

화, 여성리더 특성, 합리형 문화에 포함된 기초통계량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을 수행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집단형 문화, 합리형 문화에 포함

된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

뢰성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타당성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은 신뢰

도계수(cronbach's alpha)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타당

성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ed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직교3회전방법(varimax)을 수행

하여 요인간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이 제공하는 적합

도로 연구단위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집단형 문화, 여

성리더 특성, 합리형 문화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

는 단계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

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형 문화, 여성리더 특

성, 합리형 문화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

하기 위하여 합리형 문화 전체 집단, 합리형 문화 고집

단, 합리형 문화 저집단의 3개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연구가

설의 검증은 유의수준은 95%에서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하였으며, AMOS 24.0과 SPSS 24.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IⅤ. 실증연구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글로벌기업의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급을

가진 여성리더를 대상으로 2019년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60일간 조사하였으며, 전체 1200부의 설문지

를 배포하여 44.1%의 수거율에 해당하는 529부의 설문

지를 입수하였다. 이 중에서 오류와 오기가 있는 설문

지 2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1.7%에 해당되는 500

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인구

통계학적특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전체 500명의 설문 조사 대상자 중에서 전기전자

가 165명(32.7%)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

음으로 화학 110명(21.9%), 자동차 104명(20.7%), 유통

76명(15.2%), 물류 45명(9.5%) 순으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직급별 분포를 보면 과장급이 198명(39.5%)으

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차장급 149

명(29.7%), 부장급 115명(23.0%), 이사급 38명(7.8%)

순으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근속기간별 분포를

보면 10년 이하가 210명(42.0%)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11~20년 미만이 190명(38.0%), 21

년 이상 100명(20.0%) 순으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기업의 분포를 요약하면 전기전자와 화학업종

(54.0%)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차장급 이상(52.7%)의

직급이면서 11년 이상(58.0%)의 경력을 가진 관리자가

조사대상자에 포함되었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집단형 조직문화, 합리형 조직문화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형 조직문화에

포함된 전체 8개의 문항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집단형 조직문화는 촉진자 리더십 4문항,

선도자 리더십 4문항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집단형 조

직문화의 하위변수에 대한 고유값을 보면, 촉진자 리더

십이 3.39, 중개자 리더십 3.12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집단형 조직문화의 하위변수에 대한 분

산설명력에 대한 결과를 보면, 촉진자 리더십이

33.92%, 선도자 리더십 31.29% 순으로 분산설명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집단형 조직문화의 하위변수의

전체 분산설명력은 65.21%로 검증 되었다. 또한 집단

형 조직문화의 신뢰성을 보면 촉진자 리더십이 0.82,

선도자 리더십 0.77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합리형 조직문화에 포함된 전체 8개의 문항

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합리형 조

직문화는 생산자 리더십 4문항, 지시자 리더십 4문항으

로 각각 측정되었다. 합리형 조직문화의 하위변수에 대

한 고유값을 보면, 생산자 리더십이 3.20, 지시자 리더

십 2.82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합리형

조직문화의 하위변수에 대한 분산설명력에 대한 결과

를 보면, 생산자 리더십이 32.02%, 지시자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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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Table 2. Verification Factor Analysis

Results

적합지수 측정치 수용기준 검토결과


226.745

(df=4, p=0.000) p> .05 부적합

표준적합지수(NFI) 0.948 .9 이상 적합

상대적하지수(RFI) 0.929 1에 근접 적합

절대적합지수(IFI) 0.949 1에 근접 적합

터커-루이스지수(TLI) 0.933 1에 근접 적합

비교적합지수(CFI) 0.949 1에 근접 적합

28.21% 순으로 분산설명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합리형 조직문화의 하위변수의 전체 분산설명력은

60.23%로 검증 되었다. 또한 합리형 조직문화의 신뢰

성을 보면 생산자 리더십이 0.81, 지시자 리더십 0.75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기업의 집단형 문화가 여성리

더 특성과 합리형 문화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련성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집단형 문화에 대한 탐

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촉진자 리더십과 선도

자 리더십 변수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또

한 합리형 조직문화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생산자 리더십, 지시자 리더십 변수에 대한 타

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본 연구의

개념적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의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함이며,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평가지수는 다음

과 같다. χ 2
=226.745(df=4), 표준적합지수(NFI)=.948,

상대적합지수(RFI)=.929, 절대적합지수(IFI)=.949, 터커

-루이스 지수(TLI)=.933, 비교적합지수(CFI)=.949로 나

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 적합도는 수용기준을 모두 상

회하고 있어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연구가설 검증 결과

1) 합리형 문화 전체집단

합리형 문화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집단형 문화가 여

성리더 특성과 합리형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형 문화 전체집단의 경우

촉진자 리더십과 생산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

더 직위가 매개효과로 작용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보

면, 촉진자 리더십(=0.219, t=1.904, p< .05)이 여성리더

직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리더 직위

(=-0.055, t=1.449)는 생산자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비해서 촉진자 리더십(=0.871,

t=12.850, p< .01)이 생산자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이는 합리형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촉

진자 리더십에서 생산자 리더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여성리더의 직위가 조직문

화를 바꾸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둘째, 합리형 문화 전체집단의 경우 촉진자 리더십과

생산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 경력이 매개효

과로 작용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촉진자 리더십

(=0.706, t=3.601, p< .01)이 여성리더 경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리더 경력(=-0.004,

t=0.163)은 생산자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이에 비해서 촉진자 리더십(=0.871, t=12.850, p<

.01)이 생산자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합

리형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촉진자 리더십에

서 생산자 리더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

정에서 조직 내 여성리더의 경력이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매개역할을 하지 못했다.

셋째, 합리형 문화 전체집단의 경우 선도자 리더십과

지시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 직위가 매개효

과로 작용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선도자 리더십

(=-0.038, t=-0.251)이 여성리더 직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여성리더 직위(=0.184, t=3.639)는

지시자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서

선도자 리더십(=0.057, t=5.595, p< .01)이 지시자 리

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합리형 조직문화

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선도자 리더십에서 지시자 리더

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여성리더의 직위가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긍정적인 역

할을 하지 못했다.

넷째, 합리형 문화 전체집단의 경우 선도자 리더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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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합리형 문화 고집단의 변인 간 영향관계Table

4.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of Rational

Cultural High Groups

가설 측정변수

회귀
계수
(Estima
te)

표준
오차
(S.E)

검정
통계량
(C.R)

유의도
(p)

H1 여성리더
직위 ← 촉진자리

더십 0.057 0.238 0.237 0.812

H2
여성리더
경력 ←

촉진자리
더십 1.059 0.369 2.870 0.004***

H3 여성리더
직위 ← 선도자리

더십 0.486 0.236 2.062 0.039**

H4
여성리더
경력 ←

선도자리
더십 -0.565 0.365 -1.548 0.122

H5 생산자리
더십 ← 여성리더

직위 0.071 0.032 2.259 0.024**

H6 생산자리
더십 ← 여성리더

경력 0.043 0.021 2.103 0.035**

H7 생산자리
더십

← 촉진자리
더십

0.174 0.087 1.997 0.046***

H8 지시자리
더십 ← 여성리더

경력 0.070 0.016 4.221 0.000**

H9 지시자리
더십

← 선도자리
더십

0.309 0.070 4.391 0.000***

H10 지시자리
더십 ← 여성리더

직위 0.067 0.026 2.529 0.011**

지시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 경력이 매개효

과로 작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선도자 리더십(

=-0.587, t=2.392)이 여성리더 경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며, 여성리더 경력(=0.097, t=3.167)은 지시자 리

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서 선도자 리

더십(=0.057, t=5.595, p< .01)이 지시자 리더십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합리형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선도자 리더십에서 지시자 리더십으로 발

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여성리더

의 경력이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

다. 따라서 합리형 문화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구조방

정식모형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H1, H2,

H4, H7, H8, H9, H10의 7개 연구가설은 채택된 반면에,

H3, H5, H6의 3개 연구가설은 기각 되었다.

*** p<0.01, ** p<0.05, * p<0.10

=41.836(df=4, p=0.000); NFI=0.985; RFI=0.922; IFI=0.987;
TLI=0.929; CFI=0.986

[그림 3] 합리형 문화 고집단의 변인 간 영향관계

3) 합리형 문화 저집단

합리형 문화 저집단을 대상으로 집단형 문화가 여성

리더 특성과 합리형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형 문화 저집단의 경우 촉진

자 리더십과 생산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 직

위가 매개효과로 작용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촉

진자 리더십(=-0.054, t=-0.395)이 여성리더 직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여성리더 직위(=0.026,

t=0.428)는 생산자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이에 비해서 촉진자 리더십(=0.632, t=9.890, p<

.01)이 생산자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낮은 합리형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촉진자

리더십에서 생산자 리더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

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여성리더의 직위가 조직문화

를 바꾸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둘째, 합리형 문화 저집단의 경우 촉진자 리더십과

생산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 경력이 매개효

과로 작용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촉진자 리더십

(=0.529, t=1.955, p< .05)이 여성리더 경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리더 경력(=-0.060,

t=-1.862)은 생산자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이에 비해서 촉진자 리더십(=0.632, t=9.890, p<

.01)이 생산자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낮은 합리형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촉진자

리더십에서 생산자 리더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

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여성리더의 경력이 조직문화

를 바꾸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셋째, 합리형 문화 저집단의 경우 선도자 리더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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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합리형 문화 저집단의 변인 간 영향관계 Table 4.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of Rationalized

Cultural Low Groups

가설 측정변수

회귀
계수
(Estimat
e)

표준
오차
(S.E)

검정
통계량
(C.R)

유의도
(p)

H1 여성리더
직위 ← 촉진자리

더십 -0.054 0.136 -0.395 0.693

H2 여성리더
경력 ← 촉진자리

더십 0.529 0.271 1.955 0.041**

H3
여성리더
직위 ←

선도자리
더십 0.503 0.170 2.960 0.003***

H4 여성리더
경력 ← 선도자리

더십 -0.440 0.339 -1.300 0.194

H5 생산자리
더십

← 여성리더
직위

0.026 0.062 0.428 0.669

H6 생산자리
더십

← 여성리더
경력

-0.060 0.032 -1.862 0.063*

H7
생산자리
더십 ←

촉진자리
더십 0.632 0.064 9.890 0.000***

H8 지시자리
더십

← 여성리더
경력

0.060 0.031 1.967 0.049**

H9
지시자리
더십 ←

선도자리
더십 0.580 0.080 7.271 0.000***

H10 지시자리
더십

← 여성리더
직위

0.060 0.062 0.964 0.340

지시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 직위가 매개효

과로 작용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선도자 리더십

(=0.503, t=-2.960)이 여성리더 직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여성리더 직위(=0.060, t=0.964)는

지시자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서

선도자 리더십(=0.580, t=7.271, p< .01)이 지시자 리

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낮은 합리형 조

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선도자 리더십에서 지시

자 리더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여성리더의 직위가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긍정

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넷째, 합리형 문화 저집단의 경우 선도자 리더십과

지시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 경력이 매개효

과로 작용하지 못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선도자 리더십

(=-0.440, t=-1.300)이 여성리더 경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여성리더 경력(=0.060, t=1.967, p<

.05))는 지시자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서 선도자 리더십(=0.580, t=7.271, p< .01)이 지

시자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낮은 합리

형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선도자 리더십에서

지시자 리더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

서 조직 내 여성리더의 경력이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긍

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합리형 문화 저

집단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한 결과, 본 연

구에서 제시한 H2, H3, H7, H8, H9의 5개 연구가설은

채택된 반면에, H1, H4, H5, H6, H.10의 5개 연구가설

은 기각 되었다.

*** p<0.01, ** p<0.05, * p<0.10

=36.121(df=4, p=0.000); NFI=0.982; RFI=0.906; IFI=0.984; TLI=0.916;
CFI=0.984

[그림 4] 합리형 문화 저집단의 변인 간 영향관계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기업의 집단형 문화, 여성리더

특성, 합리형 문화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합리형 문화 전체집단의

경우 촉진자 리더십과 생산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

성리더의 직위와 경력이 매개효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는 합리형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촉진자

리더십에서 생산자 리더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

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여성리더의 직위와 경력이 조

직문화를 바꾸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한

선도자 리더십과 지시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

더 경력이 매개효과로 작용한 반면에, 여성리더 직위가

매개효과로 작용하지 못했다. 이는 합리형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선도자 리더십에서 지시자 리더십

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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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더의 경력이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긍정적인 역할

을 한 반면에, 여성리더의 직위가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합리형 문화 고집단의 경우 촉진자 리더십과

생산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의 경력이 매개

효과로 작용한 반면에, 여성리더의 직위가 매개효과로

작용하지 못했다. 이는 높은 합리형 조직문화를 가지

고 있는 조직은 촉진자 리더십에서 생산자 리더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여성리

더의 경력이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에, 여성리더의 직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또한 선도자 리더십과 지시자 리더십 간의 관계

에서 여성리더 직위가 매개효과로 작용한 반면에, 여성

리더 경력이 매개효과로 작용하지 못했다. 이는 높은

합리형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선도자 리더십

에서 지시자 리더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여성리더의 직위가 조직문화를 바꾸

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에, 여성리더의 경력은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합리형 문화 저집단의 경우 촉진자 리더십과

생산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의 직위와 경력

이 매개효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는 낮은 합리형 조

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촉진자 리더십에서 생산

자 리더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여성리더의 직위와 경력이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한 선도자 리더십

과 지시자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여성리더의 직위와 경

력이 매개효과로 작용하지 못했다. 이는 낮은 합리형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선도자 리더십에서 지

시자 리더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여성리더의 직위와 경력이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의 집단형 문화와 합리형 문화 간의 관계에서 여성

리더의 특성을 제한적으로 논의하였는데, 향후의 연구

에서는 집단형 문화, 여성리더 특성, 합리형 문화에 대

한 연구모형의 개발, 조사대상표본의 동질성 확보, 변수

의 정의 및 측정, 조절변수와 매개변수의 활용 등의 내

용이 향후 연구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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