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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mid-level administrators’ authentic
leadership, level of learning organization, self efficacy of staff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t universities in
Korea.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at influence did mid-level administrators’ authentic
leadership, level of learning organi- zation, and staffs’ self-efficacy hav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econd, what
influence did mid-level administrators’ authentic leadership and level of learning organization have on staffs’
self-efficacy? Third, What influence did mid-level administrators’ authentic leadership have on the level of learning
organization?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sample(n=638) was drawn from staffs at 20 national universities.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zed research mode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18.0)와 AMOS(22.0) program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uthentic leadership, level of learning organization, and staffs’ self-efficacy were found to have a direct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espectively. Second, authentic leadership and learning organiz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taffs’ self-efficacy. Third, authentic leadership had the level of learning organization and had direct
effect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rough the intervening variables of learning organization and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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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 중간 행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 학습조직 수준, 직원들의 자기효능감 및 조직유효
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대학의 중간 행정관
리자의 오센틱 리더십, 학습조직 수준, 직원의 자기효능감은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행
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과 학습조직문화는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행정관리자
의 오센틱 리더십은 대학의 학습조직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국의 20개 국립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원으로 최종분석 대상은 683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18.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간
행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 학습조직수준,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은 대학의 조직유효성에 각각 긍정적(+) 직접
효과가 있었으며, 오센틱 리더십은 학습조직수준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확인
되었다. 둘째, 중간 행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과 대학의 학습조직수준은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에 각각 긍정적
(+)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오센틱 리더십이 학습조직수준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있었
다. 셋째, 중간 행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은 대학의 학습조직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중간 행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과 대학의 학습조직수준이 직원들의 자기효능감 증
진과 조직유효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므로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간 행정관리자들의 리더십 함양과 대학조직의 학습조직화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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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체제는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었으나, 단기간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 대학들은 낮은 교육․연구경쟁력과 부실대학 등
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 대
학들은 저출산에 따른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재정 악화, 교
육시장 개방과 시장원리의 확산에 따른 대학 간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
여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등교육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타
개하기 위한 각종 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교육부, 2014), 각 대학들도 자생력 확
보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에
는 대학 간 통폐합, 국립대학 법인화, 총장직선제 폐지, 기성회제도 폐지 및 대학회계제도
도입, 교직원 정원 감축, 직원 기성회수당 지급 중단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조직유효성 측면에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직유효성과 관련하여 Pfeffer(2009)는 제도적인 변화보다 조직 구성원들의 헌신을 도출
하고 조직의 학습능력을 제고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조직의 장기적 생존, 적응, 성장능력의 원천이 조직의 규모나 전략, 기술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과 관련한 조직유효성 관련 요소들에 대
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
능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경영층과 보직자들을 확보하고, 나아가 이들의 자질과 능력을 계
속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함으로써 대학의 기능을 최상으로 성취할 때 가능하다(서정화,
2007). 이에 비추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와 대학들이 추진해 오고 있는 대학개혁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제도 개선에 치중하고 있고 대학 내부의 개혁 추진 역량을 증진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에서 기획, 연구, 교육,
산학협력 등 각 분야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보직교수들의 임용과 이들의 리더십에 대
한 연구와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 행정 시스템 하에서는 대학이 현재 직
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의 극복은 물론이고 대학의 개혁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다 하
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최근의 위기상황 속에서 대학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 혁신의 주체인 보직교수들과 행정관리자들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진 주요 변인들 즉, 리더십, 학습조직, 자기효능감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를 대
학 행정조직에 적용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학의 조직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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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찾는데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학과 같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조직에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고관리자가 아닌 처장, 국장 등 중간행
정관리자의 리더십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
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리더십 이론 가운데서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오센틱 리
더십에 주목하고 이의 대학조직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의 중간 행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 학습조직 수준,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은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의 중간 행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과 대학의 학습조직 수준은 직원들의 자
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대학의 중간 행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은 대학의 학습조직 수준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조직유효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가. 조직유효성의 개념과 평가기준
조직유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이란 조직 존재의 근거가 되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970년대 이후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는 조직이론의 중
심과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조직의 목표가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의
시간적 기준을 단기로 보느냐 중장기적으로 보느냐 하는 시간 차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
문에 조직유효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
Robins(1983)는 조직유효성을 단기 및 장기 목표의 달성도라고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
는 데는 전략적인 환경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며 평가자의 이해관계와 조직 수명 주기의 특
성이 반영된다고 하였다. Shein(1984)은 시스템의 유효성이란 그 시스템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 기능과는 관계없이 그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존속, 자기유지, 성장의 능력이라고 정
의하였다(최병일, 2010 재인용). Mott(1987)와 Perrow 외(1990)는 조직유효성은 조직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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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적응하기 위해 조직력을 발휘하는 능력이라 하였으며, 신유근(1997)은 조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조직의 성
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조직유효성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Dalton 외(1980)는 조직의 경제적 성과와 구성
원의 심리적 변화로 구분되는 구성원의 사기,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Robbins(1990)는 조직유효성의 평가 기준을 개인, 집단, 조직 수준으로 구분하고, 개인
수준에서는 개인적 산출, 충성심, 몰입, 자기계발, 타인에의 영향을, 집단 수준에서는 생산
성, 집단 사기, 적합성, 적응성을, 그리고 조직 수준에서는 생산성, 사기, 적합성과 제도화
를 평가 지표로 제시하였다. 조직유효성을 평가할 때 경제적 성과지표에 집중할 경우 조직
의 단기적 수익과 생산성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조직의 영속적 성장과 생존을 위한 중요
한 노력은 간과되기 쉽다. 최근의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의 흐름은 조직 내의 인적자원의
관리를 중요시하고 구성원들의 잠재 역량을 조직목표에 통합시키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
으며(나병선, 2001), 구성원의 사기,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심리적․행위적 차원의 심리적
성과지표를 통한 조직유효성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나. 조직몰입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개인의 조직에 대한 성향을 나타내고 이해하는 개
념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가치를 내재화하여 조직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거나 충
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Mowday & Poter, 1979). Scheldon(1971)에 따르면 조직몰입은 개
인이 조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을 위해서 일하려는 의도로서 일체감, 애착, 관여,
충성도, 소속감, 동일시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의 주체성을 조직에 결부시켜 애착을 가지게
되는 상태이다. Buchanan(1974)은 조직몰입을 조직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도구적 가치가
아닌 조직 자체에 대한 동지적, 정서적 애착이라고 정의하였고, Meyer와 Allen(1991)은 구
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느냐의 정도라고 하였
다.
조직몰입이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라는 점에서 직무만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나,
직무만족은 직무적 차원의 반응이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는 반면 조직몰입은 조
직전체에 대한 반응이며 장기적이고 발전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신유근, 1986).
한편,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에 대해 Buchanan(1974)은 동일시, 몰입, 충성의 세 가지를 들
었고, Steers와 Mowday 그리고 Porter(1982)는 적극적(active) 몰입과 소극적(passive) 몰입으
로 분류하였다. 이에, Meyer와 Allen(1991)은 조직몰입의 다양한 개념을 통합한 다중형태적
견해를 바탕으로 정서적(affective) 몰입, 지속적(continuance) 몰입, 규범적(normative) 몰입의
3요인 모델(three-component model)을 유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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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만족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개인이 직무에 임했을 때 자기직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Locke(1979)는 직무만족은 개인의 태도․가치․신념 등의 차원에 따라 자신의
직무나 직무를 통해 얻은 경험을 평가한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하였다. Cavanaugh 외(2000)도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촉진하였을 때 직
무평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유쾌한 감정적 상태라고 하였으며, 신유근(1997)은 직무만
족이란 직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서 자신의 직무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개
인의 심리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서철현(1997)은 급료나 관리, 그리고 직무내용 등 직
무조건에 대한 것은 정서적 반응으로 설명되지만, 만족이란 감정적 반응이므로 그 개념의
의미는 정신적인 과정인 추론을 통해 파악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
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직무만족
이란 어떤 직무에서 얻어지거나 경험되는 욕구만족의 정도이며, 자기실현의 감정과 자신의
직무에서 얻어지는 가치 있는 성취감이라 할 수 있다.
2. 대학행정의 특성과 중간 행정관리자의 리더십

대학의 조직은 일반적인 조직과 같이 관료제적 계층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나 일반조직과
는 달리 관료제적 권위로만 관리할 수 없는 전문가 조직일 뿐만 아니라 교수, 학생, 직원,
학부모, 동문 등의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집단들이 서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합조직이
다. 대학조직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공식적인 계층구조, 전문화와 분업화, 규칙과 규정에 의한 운영, 합리성 추
구 등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적 특성을 가진다.
둘째, 대학은 동료조직의 특성을 가진다. 대학의 교수들은 공식적인 직위보다는 전문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동료적인 입장에서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셋째, 대학 조직은 분권화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어 일종의
무정부적 조직의 특성을 가진다. 대학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이완되게 연계되어
있어 조정과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넷째, 대학조직은 서로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로 구
성되며, 의사결정도 협상과 타협 등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
다섯째, 대학조직은 학습사회이며, 구성원들 모두는 학습자이고 집단은 체제 전체로 학
습하기 위하여 조직된다.
대학행정은 대학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총장과 보직교수는 물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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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이루어진다. 대학행정은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과 조정은
물론, 교직원 인사 및 복지, 교육과정의 개편과 조정, 연구지원 및 학술교류, 학생 장학 및
후생복지, 국제교류와 협력, 도서관 및 평생교육원 등 부속기관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점점 더 복잡화․전문화되고 있다.
한편, 대학의 리더십체계를 살펴보면, 최고관리자로 총장이 있고 그 이하에 중간관리자
로서 각 부서의 장을 맡고 있는 처장, 사무국장, 본부장, 학장, 부속기관장 및 행정직 과장
들이 있다. 이들 중간 행정관리자들은 교무, 학생, 기획 등 각 분야별로 할당된 행정업무를
추진하며 각 부서의 장으로서 조직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최고관리자와 하위 구성
원 간의 중간에 위치하여 최고관리자가 결정한 정책이나 전략에 따라서 자기의 담당 분야
에서 방침이나 계획을 구체화하고 조직원에게 일상의 과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또한 총장과의 관계에서 협상자(negotiator)와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 한편 다른 구성원들과도 설득․협상․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과 같이 방대하
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조직에서 최고 행정관리자인 총장의 리더십은 조직 전체를 위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별 구성원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명
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학의 중간 관리층은 대학의 비전과 목
표를 각 담당분야에 재해석하여 전파할 뿐만 아니라 총장의 리더십을 보완하여 전체 조직
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각 부서의 리더로서 하위 직
원들에게 업무의 목표를 제시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직의 중간관리자는 주어진 업무만 소극적
으로 수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하는 혁신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혁신과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리더십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3. 오센틱 리더십의 개념과 구성요소

오센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은 리더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일치, 즉 진정성을
추구하는 리더십이다(Avolio & Gardner, 2005). 오센틱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
어와 글로벌 기업 CEO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조직들이 환경적 불확실성 하에서 기본적인 자신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 존재의의를
회복시켜 주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에 따라 대두되었다. Walumbwa 외(2008)는 오센
틱 리더십은 높은 수준의 자아의식, 균형 잡힌 정보처리, 관계적 투명성,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계발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심리적 역량
과 긍정적인 윤리적 분위기를 끌어내거나 증진시키는 리더의 행동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Michie와 Gooth(2005)는 오센틱 리더십을 행하는 리더들의 특징으로 정직, 충성심, 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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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기초월적 가치가 반영된 행동을 제시하고, 오센틱 리더는 리더의 자아개념을 중심
에 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리더의 역할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항상 리
더로서의 행동을 유지한다고 하였다(진영협, 2013 재인용).
오센틱 리더십의 실무적 접근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George(2003)는 30년 이상의 현장 경
험과 125명의 성공적인 리더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센틱 리더의 특징으로 다음 다섯 가
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고 열정적으로 그 목적을 추구한다. 둘째, 명확한 가치관을
따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셋째,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보살핀다. 넷째,
자신을 개방하고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는다. 다섯째, 자기
규율을 발휘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오센틱 리더십은 리더의 진정성이 부하들에게 인지될 때에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한다
고 할 수 있다(Avolio & Gardner, 2005; Eagly, 2005). 즉, 아무리 리더가 진정성을 지녔다
할 지라도 리더의 진정성을 부하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리더십으로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Eagly, 2005).
한편, 오센틱 리더십의 구성 요인으로 Luthans와 Avolio(2008)는 긍정적 심리 역량, 긍정
적 조직 상황, 자아 인식, 자기 규제로 제시하였다. Shamir(1990)와 Eilam(2005)은 긍정적
심리 역량 대신 심리자본, 긍정적 도덕 관점, 리더의 자아 인식, 리더의 자기규제를 오센틱
리더십의 구성 요인으로 보았다. Gardner(2005)는 오센틱 리더십은 크게 자아인식과 자기규
제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Ilies와 Nahrgangl(2005)은 자아인식, 균형 잡힌 정보처리, 진정
성 있는 행동, 진정성 있는 관계지향을 제시하였다. Walumbwa 외(2008)는 광범위한 문헌
연구와 전문가 면접을 실시한 결과, 오센틱 리더십은 자아인식, 관계적 투명성, 내재화된
도덕관점, 균형 잡힌 정보처리의 4가지를 핵심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4. 학습조직과 학습조직 수준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 정형화된 개념
정의가 어려우며, 많은 연구자들이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학습조직문화(learning
organizational culture), 조직학습문화(organizational learning culture)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
고 있다(박시남, 2011). 학습조직 수준(level of learning organization)은 어떤 조직의 학습조
직이 어느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고 조직의 경영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학습조직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Senge(2006)는 학습조직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진실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확대시키고, 학습방법을 공부하면서 지속적
으로 배우는 조직이라고 하였다. Watkins와 Marsick(2003)은 학습조직이란 부단한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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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
해서는 조직 구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품질개선운동과 노동의 질을 통합하고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게 만들며 이익을 공유하고 탐구심을 불러일
으키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Dirani(2006)는 모든 조
직은 항상 조직의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지식을 학습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 연구자들로서 권석균(2006)은 개인, 집단 및 조직 등 모든 차원
에서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각 차원 간에 지식 이전을 통한 2차적인
지식 창출이 활성화된 조직을 학습조직이라 하였고, 김은영(2010)도 학습조직은 조직 구성
원이 변화하는 환경과 위기에 적응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업무와 함께 개인학습, 집단학습,
조직학습 등을 통하여 조직 역량과 변화를 촉진하는 조직이라 하였다.
5.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구성요소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해야 하는
과제를 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77). Luthans와 Youssef(2007)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주어진 상황에
서 특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동기부여, 인지적 자원과 행동과정 등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자
기효능감은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고 자기효능감이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표 달성에 대한 노력의 투입정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과 의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ndura, 1986; Gist,
1987; Wiener, 2002).
한편,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해서 Bosscher와 Smit(1988)은 개인의 생애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 모두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중요하
다고 하였고, Luthans와 그의 동료들(2007)은 자기효능감은 상징화(simbolizing), 예견(fore
thougth), 관찰(observation), 자기규제(self-regultion), 자기반성(self-reflection)이라는 5가지 인
지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Bandura(197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성공 경험, 언어
적 설득, 대리적 경험, 생리적․정서적 상태와 같은 4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
되며, 이들 4가지 요소가 1개 혹은 2개 이상의 근원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한다(이종훈,
2010 재인용). 또한, Bandura(1977)는 성공경험의 파급 효과에 대해 자기효능감의 수준, 강
도, 일반화의 3가지 차원에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고, 일반적 자기효
능감의 구성요인으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그리고 과제선호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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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센틱 리더십, 자기효능감, 학습조직 수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

가. 오센틱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관계
오센틱 리더십은 동일시를 매개로 직무수행 등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Avolio
et al., 2004). 오센틱 리더십의 하위 구성요인인 투명성, 이타성, 언행일치가 육군사관대학
생도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Wood, 2007).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센틱 리더십은 윤리적 리더십이나 변혁적 리더십에 비해 조직시
민행동, 조직몰입, 상사에 대한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umbwa,
2008).

우리나라에서의 연구에서도 대기업 정규 사무직을 대상으로 오센틱 리더십의 국내 기업
현장 적합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오센틱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직무만족, 상
사만족에 직접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이지숙, 2010).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오센
틱 리더십과 학습조직 및 구성원의 심리자본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최고경영자의 오센틱 리더십, 학습조직, 구성원의 심리자본은 모두 조직유효성에 직간접적
인 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홍성화, 2011). 오센틱 리더십과 가장 유사한 진정성 리더십과
조직 유효성을 밝힌 연구도 있다. 송은주와 김명희(2012)는 외식기업 관리자의 진정성 리
더십이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유재호
(2013)는 대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정성 리더십, 자기 효능감, 조직 유효성의 관계를 밝
힌 연구에서 진정성 리더십은 조직 유효성 중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대학의 행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도 대학 행정직원들
로 하여금 주어진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나. 학습조직 수준과 조직유효성의 관계
학습조직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조직이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을 존속시
키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전략이자 목표가 되고 있다. 학습조직에 관한 많은
연구자들은 조직학습에 따라 조직성과가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Argyris & Schon,
1978; Riol & Kyles, 1985), 조직학습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김평수, 2005; 송민열, 2008; 장승권 외, 1996). 최운실(2009)은 지속적인 지식의 습득과 교
환은 구성원들의 직무효율성을 증가시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Wang(2005)은 중국의 국영기업과 사기업 간의 학습조직 수준과 조직유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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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연구에서 학습조직 수준은 직무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직무몰입에도 정의 영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임세영과 김시태(2009)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습동아리 활
동과 조직학습 유형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실험학습과 공유학습이 조직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실험학습, 모방학습, 공유학습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장수덕(2008)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직학습과 기업성
과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조직학습의 유형에 따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
을 발견하였다. 또한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조직학습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는 조직학습 유
형별로 그리고 기업성과 내용별로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기효능감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목표나 성과
기준의 설정 수준, 노력의 투입 정도,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 및 의지의 정도 등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Bandura, 1986).
Gist(1987)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고 이후 자기효능감과 조직성과간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Wiener(2002)는 자기효능감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표 달성에 대한 노력의 투입정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과 의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russia와 Anderson, 그
리고 Manz(1998)는 자기효능감이 조직성과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셀프리
더십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Walumbwa 외(2005)는 은
행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효능감이 조직유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고 있다. 강치오(2006)는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직무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강영식(2006)은 사회복지사의 자기효
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업무에 대한
불만이 적고 통제력이 높아 실제 업무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
도 있다. 자기효능감이 오히려 미래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Powers, 1991),
높은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에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저
항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Silver, Mitchell, & Gist, 1995). 심영국(2013)도 호텔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직무만족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
고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직무만족이 별개의 독립적인 관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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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성원들이 업무에 대해 자신감이 높은 경우에도 업무환경이
기대하는 수준이 안 될 경우에는 직무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자기효능감의 조직성과 및 조직유효성에 대한 영향에 대해 찬반의 의
견이 있는 것은 연구대상 조직과 구성원의 특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대학
조직에서 자기효능감과 조직유효성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라. 오센틱 리더십과 학습조직의 관계
Schein(1997)은

리더십의 역할은 조직 문화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리
더십이 조직문화의 형성 및 확산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조직문화가 리더십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효과를 지적하였다. 김영환(2003)은 학습조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의 학습문화라고 하였으며, 임철현과 최은수(2012)도 기업 최고경
영자의 전략적 리더십이 HRD 담당자의 역량과 학습조직 활동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다.
리더십 유형과 학습조직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Leithwood(2004)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학습을 촉진시킨다고 하였고, Hartel(2002)은 감성적 리더들이 조직학습에 긍
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송민열(2008)은 HRD 조직에서 인적자원 개발 담당자
(chief of learning officer)의 서번트 행동, 카리스마, 조건보상, 예외관리 등이 잘 이루어질수
록 조직의 지식 창출과 운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종훈(2009)도 영업
소장의 리더십이 보험설계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업소장의 리더십은
보험설계사의 직무만족에 직접효과와 보험설계사의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효과를 미친다
고 보고하였다.
오센틱 리더십이 학습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Mazutis와 Slawinski(2008)는 오센
틱 리더십 역량이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대화를 활발하게 하여 조직의 다양한 계층이 함
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홍성화(2011)는 중소기업 환경에서 최고경영자의 오
센틱 리더십이 학습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박시남(2011)도 대학 총
장의 오센틱 리더십이 조직학습문화와 직원들의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 조직학습문화도 대학 총장의 오센틱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 결과에서 오센틱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학습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고 있다(Avolio & Gardner, 2005; Luthans & Avolio, 2003). 이와 같은 여러 연구자들
의 연구결과는 학습조직의 구축을 위해서는 리더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중요함을 말해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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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오센틱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많은 연구자들이 오센틱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을 비롯한 긍정심리자본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Ilies 외(2005)는 오센틱 리더십의 핵심요소인 자아인
식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지에 의해 추정할 수 있는데,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자긍심과 자기효능감을 지니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삶을 스
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Schyne와 Collani(2002)는 자신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구성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직무를 제공해 주
는 조직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되고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Avolio와 Walumbwa(2006)은 오센틱 리더의 행동이 자기효능감의 개발은 물론 시간이 지나
면서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모두 자기효능감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강치오, 2006; 김대복, 2004). 한광현(2003)은 변혁적 리더십의 여러 가지 하위변인
중 카리스마는 부하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나, 개별적 배려와 지적 자극은 영
향력이 없다고 하였다. 전기호(2010)는 오센틱 리더십이 그룹동일시를 매개로 조직시민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유제호(2013)는 기업 임직원을 대상
으로 진정성 리더십과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밝혀낸 연구에서 진정성 리더십은 구성원의
자아개념인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한편, 류근하(2013)는 대
학장의 오센틱 리더십이 직원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매개변수인 대학조
직문화를 통해 직원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연구에서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진정성을 갖춘 리더는 개방적 표현
과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구성원의
자신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대학 중간 행정관리자들의 오센틱 리더십도 여
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바. 학습조직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학습조직 또는 학습조직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학습조
직이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심리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다(홍성화,
2011; Luthans et al., 2004). Knott와 Kayes(2012)는 자기효능감은 지속적 학습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팀 학습에 기여하고, 개인의 믿음과 행동은 개인의 학습행동에 기여한다고 주장
하였다. Luthans와 그의 동료(2008)는 여러 가지 관련 연구를 통해 조직의 지원적 풍토가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을 비롯한 심리자본에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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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화(2011)는 중소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의 학습조직이 종업원의
심리자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서인귀(2005)도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조직학습문화가 교사의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시남,
배귀희, 최은수(2014)도 사립대학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의 조직학습문화
가 행정직원의 긍정 심리자본에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조직학습문화는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개인이 특정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과제나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때 대학에서도 학습을 통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의 증
진은 자기효능감을 높일 것이라는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델의 설계

본 연구는 대학의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관련 개념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대학 중간 행정관
리자들의 오센틱 리더십, 학습조직, 직원의 자기효능감, 조직유효성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
였다.
본 연구모델은 중간 행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을 독립변인으로, 학습조직, 자기효능감
을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조직유효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대학의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주
는 요인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계하였다.
학습조직 수준
오센틱 리더십

조직유효성
자기효능감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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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국의 일반 4년제 국립대학 40개 대학에 근무하는 정규직 행정
직원 약 10,000명이다. 이 중에서 조사 대상은 교육대학과 산업대학과 같은 소규모 대학과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한 21개 대학의 직원 약 1,000명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1개 대학에 총
1,030부를 배부하여 20개 대학으로부터 총 74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73.5%였다. 회수된
응답 745부 중에서 불성실 응답으로 분류된 37부와 극단값 분석에서 일변량 이상값
(univariate outliers)으로 판단된 25명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응답지는 683
부였다.
대학수
21

<표 1> 조사대상 대학과 설문지 회수 현황

직원수
8,466

배부

1,030

회수
745

회수율(%)
73.5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의 측정도구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수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정보처리를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인의 신뢰도는 모두가 .90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
가 내적 일관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한 683명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4. 통계 모델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립 대학교 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중간 행정관리자
의 오센틱 리더십, 대학의 학습조직, 직원의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하위요인들을 바탕으로 잠재변인들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위부하량(unit loading identification) 고정법에 따라 잠재변인에 척도
를 부여한 구조회귀모델(Structural Regression Model)의 통계적 모델을 [그림 2]와 같이 설
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성격과 다변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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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변인
1. 자기 인식
오센틱 2. 도덕적 시각
리더십 3. 정보 처리
4. 관계 투명성
1. 계속 학습
2. 질문과 대화
3. 팀학습
학습조직 4. 시스템 축적
수준
5. 시스템 연결
6. 임파워먼트
7. 리더십 지원
1. 자신감
자기 2. 자기조절 효능감
효능감
3. 과제선호
조직 1. 직무 만족
유효성 2. 조직 몰입

항 목
성별
연령

학력
직책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팀원
팀장
과장

<표 2> 측정도구 및 신뢰도 분석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b1 – 1, 5, 9, 13
b2 – 2, 6, 10, 14
b3 – 3, 7, 11
b4 – 4, 8, 12, 15, 16
c1 – 1, 8, 15
c2 – 2, 9, 16
c3 – 3, 10, 17
c4 – 4, 11, 18
c5 – 5, 12, 19
c6 – 6, 13, 20
c7 – 7, 14, 21
d1 – 1, 2, 3, 4, 5
d2 – 6, 7, 8, 9, 10
d3– 11, 12, 13, 14, 15
f1 – 1-16
f2 – 17 -27

16

.936

Avolio, Gardner,
alumbwa(2007)

21

.951

Watkins &
Marsick(2004),
Yang(2003)

15

.913

27

.920

Sherer외 (1982)
김대복(2004)
강치오(2006)
Steers(1984),
이종훈(2009)
eyer․Allen(1991)
박승택(2007)

<표 3> 연구대상 빈도분석
N
415
268
19
219
276
169
28
31
482
142
437
198
48

백분율
60.8
39.2
2.8
32.1
40.4
24.7
4.1
4.5
70.6
20.8
64.0
29.0
7.0

근무
년수
직급

소속

출처

항 목
5년미만
5년-10년
10년-15년
15년이상
7급이하
6급
5급
4급
대학본부
단과대학
부속기관
산학협력단
기타

N
87
163
118
314
395
225
42
21
577
23
25
46
12

백분율
12.8
23.9
17.3
46.0
57.8
32.9
6.1
3.1
84.5
3.4
3.7
6.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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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가정이 충족됨을 점검하였으며, 구조 회귀모델의 모델부합도와 인과효과 크기 및 잠
재평균 분석을 위하여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세부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을 확인
하였다.

[그림 2] 통계 모델

셋째,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기 전에 측정변인에 대한 왜도와 첨도를 조사하여 다변
량 정규분포성을 검토하고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
수(r)을 산출하였다.
넷째, 연구모델을 평가하기 위하여 Anderson과 Gerving(1988)이 제시한 2단계 모델화를
통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였다. 1단계 모델화에서 Amos 22.0의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평가하였다. 모델 부합도 지수는 χ²값,
NC, RMSEA의 최소, 최대값, SRMR, TLI, CFI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표준 요인 적재치,
잠재변인 신뢰도, 요인별 측정변인의 평균분산추출정도(AVE),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정
도를 비교하여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2단계 모델화에서는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최종 연구모델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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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섯째, 최종 연구모델의 잠재변인 간의 경로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여섯째, 최종 연구모델로 잠재변인 간의 간접 효과의 유의성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변인간 상호 상관행렬

연구모델에 포함된 각 측정변인별 표준편차는 오센틱 리더십이 1.816에서 3.189, 학습조
직문화는 1.870에서 2.070, 직원의 자기효능감은 2.539에서 3.024, 조직유효성에서는 5.721에
서 7.491의 수준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또한, 모든 측정변인은 왜도 3.0 이하, 첨
도 8.0 이하의 기준에 포함되어 다변량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문수백, 2009).
잠재변인
오센틱
리더십

학습조직
수준

자기
효능감
조직
유효성

<표 4>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N=683)

측정변인
자기 인식
도덕적시각
정보처리
관계투명성
계속 학습
질문과대화
팀 학습
시스템축적
시스템연결
임파워먼트
리더십지원
자신감
자기조절감
과제인식
직무 만족
조직 몰입

문항수
4
4
3
5
3
3
3
3
3
3
3
5
5
5
16
11

평균

14.76
14.55
11.44
17.87
9.86
9.60
9.65
9.43
9.40
9.60
9.34
17.90
18.18
16.82
52.35
37.84

표준편차
2.308
2.389
1.816
3.189
1.965
1.905
1.870
1.998
1.980
1.924
2.070
2.586
2.539
3.024
7.491
5.721

왜도

-.139
-.361
-.325
-.439
-.227
-.161
-.090
-.042
-.146
-.054
-.135
-.199
-.091
.061
.044
.000

첨도

.250
.647
.163
.171
.339
-.281
-.281
-.182
-.101
.030
.094
.210
.094
.216
.415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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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구모델의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모든 잠재변
인들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델의 구조관계 분석

가. 연구모델의 부합도 추정
본 연구모델의 부합도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RMSEA=058 (Lo:.051, HI:.065),
NC=3.282, SRMR=.029, TLI=.970, CFI=.976이었다. 이는 모델의 부합도 평가 기준인
RMSEA는 .10 이하, SRMR은 .05 이하, TLI와 CFI는 .90 이상 등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
시키고 있어 모델 설정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연구모델의 부합도 추정
본 연구모델의 부합도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RMSEA=058 (LO: .051, HI: .065),
NC=3.282, SRMR =.029, TLI=.970, CFI=.976이었다. 이는 모델의 부합도 평가 기준인
RMSEA는 .10 이하, SRMR은 .05 이하, TLI와 CFI는 .90 이상 등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
시키고 있어 설정된 연구모델이 데이터와 양호하게 부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연구모델의 부합도 지수 (N=683)

모델
측정
모델

NPAR

χ

²

NC

df

SRMR

TLI

CFI

RMSEA (.058)
LO90
HI90

38

321.62

3.282

98

.029

.970

.976

.051

.065

나.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및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실행한 결과는 <표 7> 및 [그림
3]과 같다.
먼저, 오센틱 리더십이 학습조직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센틱 리더십 수준
이 높을수록 학습조직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b = .466, β = .596, t = 15.301, p < .001),
효능감 수준도 높았으며(b = .125 β = .116, t = 2.278, p < .05), 오센틱 리더십 수준을 높게 지
각할수록 조직유효성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b = .515, β = .155, t = 4.147, p < .001).
다음으로. 학습조직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습조직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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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도 높았으며(b = .385, β = .280, t = 5.396, p < .001), 조직유효성 수
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2.071, β = .174, t = 11.926, p < .001).
또한 자기효능감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
할수록 조직유효성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b = 1.197, β = .388, t = 11.262, p < .001).
<표 7>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정

*

변 수
오센틱 리더십 → 학습조직 수준
오센틱 리더십 → 자기효능감
오센틱 리더십 → 조직유효성
학습조직 수준 → 자기효능감
학습조직 수준 → 조직유효성
자기효능감 → 조직유효성

비표준화 계수
(b)
.466
.125
.515
.385
2.071
1.197

표준오차

t

.030
.055
.124
.071
.174
.106

15.301***
2.278*
4.147***
5.396***
11.926***
11.262***

p<.05. *** p<.001.

〔그림 3]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표준화)

표준화계수
(β)
.596
.116
.155
.280
.487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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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센틱 리더십의 간접효과
중간 행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이 학습조직 수준과 자기효능감을 통한 대학의 조직유
효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팬텀모형상에서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오센틱 리더십이 학습조직 수준을 매개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
였고(b = .180, 95% 신뢰구간(.112, .249)),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였다(b
= .965, 95% 신뢰구간(.807, 1.186)). 따라서 오센틱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조직 수준
이 높고, 학습조직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및 조직유효성 수준도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오센틱 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하여(b = .1580, 95% 신뢰구간(.027, .281)), 오센틱 리더
십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유효성 수
준도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오센틱 리더십이 학습조직 수준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조직유효성에 미치
는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215, 95% 신뢰구간
(.130, .315)).

<표 8> 변인 간 간접효과 분석

간접효과 경로
오센틱 리더십 → 학습조직 수준
→ 자기효능감
오센틱 리더십 → 학습조직 수준
→ 조직유효성
오센틱 리더십 → 자기효능감
→ 조직유효성
오센틱 리더십 → 학습조직 수준
→ 자기효능감 → 조직유효성

추정값

표준오차

.180

95% CI

p

lower

upper

.034

.112

.249

.002

.965

.095

.807

1.186

.001

.150

.064

.027

.281

.012

.215

.046

.130

.315

.002

3. 결과 해석 및 논의

첫째, 중간 행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과 대학의 학습조직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오센틱 리더십이 대학의 학습조직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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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의 최고책임자의 오센틱 리더십이 조직의 학습조직에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류근하, 최은수, 2013; 박시남, 2011; 홍성화, 2011; Mazutis &
Slawinski, 2008)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오센틱 리더십은 직원들과의 투명한 인간관계
를 통한 소통과 직원들의 학습을 통한 성장을 중요시하는 리더십으로써(Avolio & Gardner,
2005), 직원들의 개인학습과 조직학습 장려하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간 행정관리자의 오센틱 리더십과 직원들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오센틱 리
더십이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조직을 매
개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센틱 리더십이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들(강치오, 2006;
Avolio & Walumbwa, 2006; Luthans & Avolio, 2008)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오센틱 리
더는 투명한 인간관계를 통해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직원
들에게 신뢰감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관련된 노력을 하도록 하는 에너지를
제공한다(Avolio, 2004).
셋째, 오센틱 리더십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는 오센틱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조직수준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오센틱 리더십이 구성원의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선행연구들(이지숙, 2010; 지경이, 2011;
Avolio et al., 2004; Walumbwa, 2008)과 일치한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
부 선행연구에서 오센틱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직접효과는 없고 학습조직과 구성원의 심
리자본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만 있다는 연구결과(홍성화, 2011)에 비추어 볼 때 오센틱 리
더십이 조직의 특성이나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같은 비영리조직이며 공공조직
에서는 오센틱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이 증명되었
다고 하겠다.
넷째, 학습조직 수준과 직원들의 자기효능감 및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는 학습조직수준
이 직원들의 자기효능감과 조직유효성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습조직 수준은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조직유효성을 증진시키는 간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Senge(1990, 2006)와 Garvin(1993)의 이론적 연구와
함께 Ellinger(2002)의 실증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과 지방자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내 연구들(김은영, 2010; 홍성화, 2011; 송민열, 2008)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학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직원들의 능력 발전을 위한 개인학습을 장려하고 조직의 목
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집단학습으로 제공하며 학내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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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과 집단의 학습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섯째, 직원들의 자기효능감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는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이 조직유
효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
서 자기효능감이 목표나 성과기준의 설정 수준, 노력의 투입 정도,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 및 의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들(Bandura, 1986; Wiener, 2002)과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불만이 적고 자기 통제력이 높아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목표
를 설정하고 업무를 계획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의 해결능
력과 업무처리 능력 또한 충분하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적고
직무만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학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가시
적인 성과보다도 직원들의 학습을 통한 역량 증진과 자기효능감을 진작시키는데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직면하여 대학들이 교육연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들과 같이 구성원의 인적자원 역량을 제고하고 조직유
효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행정의 중추적인 역할
을 수행하는 대학의 처장과 국장 및 행정과장 등 중간 행정관리자의 리더십과 대학의 학
습조직수준, 직원들의 자기효능감, 그리고 조직유효성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한 결과, 이들 네 가지 변인들 간의 상호 밀접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의 중간 행정관리자들의 리더십이 대학의 조직유효성 증진과 대학발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대학 행정관리자들에게 적합한 리더십으로서 오센틱 리더십의 효과를 검증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급변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의 인적자원 역량을 최고도로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을 학습조직화 하고 구성원들의 직무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으나
방대하고 전문적인 대학조직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최고관리자인 총장 한명의 리더십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학 각 분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처장, 국장 및 과장 등 중간
행정관리자들이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지향하여 각자 맡은 부서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전체적인 대학의 조직유효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
하는 대학의 특성상 대학행정 리더십은 일반 기업이나 관공서보다도 고도의 도덕성과 민
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조직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 행정관리자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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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은 이론상 기존의 리더십과는 달리 투철한 자아인식, 투명한 인간관계, 균형 잡힌 정
보처리, 도덕적 원칙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요소로 하는 오센틱 리더십을 대학 행정관리자
의 리더십 모델로 설정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라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
학생들의 지도자적 정신과 역량의 배양을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인 총장을 비롯한 모든 교
직원이 오센틱 리더십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대학에서의 행정관리자들의 리더
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현실은 대다수의 대학들이 대학 경영과 혁신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수에 대한 명확한 임용기준이 없고 보직교수들의 리더십 역량에 대
한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의 대학개혁 정책은 대학의 인적자원 역량의 강화와
행정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을 증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중
간 행정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대학특성화사업이나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같은 별도
의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대학들로 하여금 보직교수 임
용 자격과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교육부에서 이들
각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여 차등하여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영국의 대학
행정직원협회(AUA)와 같은 전문적 단체를 육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학 행정관리자 리더
십 개발 모형과 각종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오센틱 리더십 이론의 발전과 대학에서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연구
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을 국립대학 중에서도 직원 수가 200명 이상인 대학의 정규 행정직원만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사립대학이나 중소규모 대학, 특수목적 대학들에까지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을 망라하여 조사하고, 설립별, 규모별로 차이점을 분석여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리더십 가운데 오센틱 리더십만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오센틱 리더십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오센틱 리더십의 효
과성을 보다 타당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더십 모델을 함께 적용하여 비교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변인인 조직유효성은 조직의 목표달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서 효율성 지표와 만족성 지표의 2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만족성 지표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두 가지 만을 측정하였기에 조직의 실제적인 운영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보다 실제적인 조직유효성의 측정을 위해서 조직차
원의 객관적인 효율성 측정지표를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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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에서는 오센틱 리더십의 4가지 요인의 효과를 측정변인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향후 오센틱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센틱 리더십을 구성하는 4가지 요인의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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