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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조직 내에서 상사가 부하를 향해 나타내는 비
인격적 감독과 해당 감독행위를 받는 부하들의 내적 정서 혹은 노동의 형태
를 중점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해당 내적 정서로 가는 과정에서 부
하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변화 중 인상관리라는 구체적인 태도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사의 비인격적 감
독이 부하의 인상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부하의
인상관리 행동이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부하가 지닌 내적 통제소재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인
상관리 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과정 또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당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과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 조사 기관을
통하여 상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3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SPSS 22.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가 높을수록 부하의 인상관리 행동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하의 인상관리 행동은 정서적 소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하의 인상관리 행동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인상관리 간의 관계에서 부하의 내
적 통제소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내적 통제소재가 낮을 때보다 높
을 때,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와 부하의 인상관리 행동 간의 정적인 관계
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예측한 것과 달리 부하의
인상관리 차원 중 간청만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효과에 있어 유의미함을 나
타내었다.
추가적으로 해당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점,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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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LG경제 연구소(2012)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의 경영환경 하에서 종
업원의 자기주도성은 더욱더 높은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
면, 과거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규정이나 가이드에 따라 처리하는 정형화된
업무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판세를 쉴 틈 없이 확인
해야 하며,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시스템으로 처리하거나 아웃소싱하고, 이보
다는 유연한 조직구조와 팀워크를 강조하는 팀 형태의 구조 변화를 중시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혹은 부서 내
장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조
직원 전체가 현재 담당하는 일 또는 향후 담당하게 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
로 예측 및 계획하고, 일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 선행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
하는 등 주도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단순히 하향식의
조직 문화가 아닌 수평적 조직 구조로써의 종업원의 역할이 더욱 요구 될 것
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빠른 변화에 맞서 종업원의 주도성은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은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해 방
해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포털 잡코리아(2016)가 조직 구성
원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남녀직장인 1,255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상사
나 후배의 눈치를 살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약 97.6%의 종업
원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 중 각각 59.6%와 38.9%에 해
당하는 직장인이 팀장과 선배의 눈치를 살핀다는 언급한 점은 직장 내 종업
원이 상사들을 향한 인상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들어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눈치를 보는 원인으로 가장 높은 60%를 차지
한 항목은 ‘상사의 감정기복이 심해 그 때 그 때 기분이 어떤지 살펴야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감정 기복과 같은 갑의 입장을 취하는 상사들의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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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한국 사회에서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동료들
과의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다면 종업원이 상사 혹은 동료에 대한 눈치를
보는 등의 행동이 높아질 뿐, 자신의 과업에 대한 주도성을 갖거나 팀으로써
의 유연한 활동에는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 함께 하는 대상의
권력이 높고 부정적인 언행을 계속적으로 보이는 경우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
안, 무기력감, 자기 효능감 저하, 그리고 정신적 고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Zimbarbo, Ebbessen & Maslach, 1977; Ashforth, 1997; Duff, Gangster,
Pagon., 2002; Richman Flaherty, Rospenda, & Christensen, 1992). 과업에 있
어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고 유연한 과업 수행이 점점 필요해짐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은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과정 손실(process loss)에 힘
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업원들은 상사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들과의 만남을 갖거
나 교류할 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자아상은 다를 수 있
으나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기상을 보이려 하며, 교류에 있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인상관리 행동을 하게 된다(교육심리학 용
어 사전, 2000). 직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직원들
은 자신의 상사들과 같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관계를
맺지 않고 직장 내 생활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자신의 궁극적
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상관리 행위가 아닌 단순히 처벌에 대한 회피를 위
하여 진행되는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로 인해 종업원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렇기에 위험 회피와 같은 경우
종업원이 보이는 인상관리의 경우 정신, 건강상의 문제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본 연구자의 관점은 해당 연구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상사가 부하들에게 부정적인 폭언 및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다면 해당 감독을 받는 종업원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는 인
상관리 행동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서 말한 인상관리를 통한 긍정적인
자기상을 상대에게 인식시켜 만족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
에 대한 회피성 인상관리가 발생하여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 건강 문
- 2 -

제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들이 발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나타나고
있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abusive supervision)은 ‘부하직원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에서 상사가 신체적 접촉을 제외한 적대적인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의미하며(Tepper, 2000) 이에 따른 종업
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이러한 성격을 지닌 상사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표본으로 한 설
문 조사(뉴스한국, 2010)에 따르면 언어 폭력의 가해자로 상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72%) 이에 따른 종업원의 스트레스 수준이 심각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87%). 이는 한국 기업 문화가 높은 공식화와 집권화를 특징으
로 하는 기계적 관료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상대적으로 서열이 낮은 종업원의 주도적 행동을 막고 창조적
혁신이 필요한 현대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8). 이러한 상사의 행위는 앞서 언급하였던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현대 사회
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물론 독단적이고 남들
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밀고 나가는 리더들 중 몇몇은 회사의 역사
에 있어 위대한 영웅이나 회사의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종종 나타나곤 한다.
대표적인 리더로 스티브 잡스, 헨리 포드, 토마스 왓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의 인물들은 기업의 CEO로써의 모습이지 다른 종업원들과 계속적
으로 연계하는, 세부적이고 직접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직속 상사로 보기는 어
렵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인물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기준으로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리더와 과업을 상호 의존하
는 부하들은 리더가 들어야 할 이야기보다는 리더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만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부하들로 하여금 리더가 선호하는 정보
혹은 모습을 보이려는 것에 더욱 앞장서게 될 것이고, 결국 팀 내에서 정확한
정보와 진실이 공유되는 것이 아닌, 뒤틀린 정보가 난무할 가능성을 높인다
(Taffinder, 2000).
이에 대해서 Conger(1998)는 스스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리더의
경우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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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리더들이 종종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독
단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부정적인 상사의 행동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 조직 몰입, 그리고 이직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존재
하며(Einarsen, Aasland & Skogstad, 2007; Kelloway, Mullen & Francis,
2006), 이러한 영향은 상사가 부하에게 아이디어를 재촉하는 등의 과도한 압
박을 가하거나(박희태 등, 2014), 의견, 제안을 무시하는 등(De vries et al.,
1986)의 행동으로 종업원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이끌어 내는 감독 행위를 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
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첫 째, 국내 조직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상사의 비인격
적 감독에 따라 나타나는 인상관리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개
인의 궁극적인 목표나 이상을 이루기 위한 인상관리가 아닌, 부정적인 상황으
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인상관리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국내연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두 번째로, 형성된 인상관리가 종업원의 정서적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인상관리 관련 연구들은 조직 내 긍정적인 결
과 변인들과의 관계를 증명하였고, 종업원이 인상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
지를 형성시키려는 대상에게 사실이 아닌 왜곡된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
니라 실제로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
고하였다(Leary & Kowalski, 1990).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인상관리를 단
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인상관리를 수행하는 종업원들
의 고충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만약 종업원 자신이 원하지 않은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동시에 현 상황을 회피하려
는 인상관리를 하려한다면,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상관리를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보상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이는 곧 조직 구성원의 탈진과 같은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국내 연구가 많
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인상관리에 관한 연구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 변인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인상관리를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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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상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변인을 찾고 이에 대한 검
증을 통해 실증적인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인상관리가 부적인 내적상
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관찰된다면 이를 조절할 변인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하의 내적 통제소재에 따라 인상관리 행동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인상관리 행동 넘어서 종업원의 정서적
소진에 주는 영향 역시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들을 통해 상사의 감독 형태와 내적 통제소재의 정도에 따
라 달리 나타나는 인상관리의 수준이 기존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 변인에
해당하는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여 현대 사회에서 계속적으
로 증가하는 팀 과업 구조에서 종사하는 구성원들에게 미약하나마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앞으로 나아가야할 건전한 기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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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제1장은 서론에 해당하며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의 구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2장은 연구의 이론 및 배경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에 대
한 개념 및 선행 연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연구가설 및 모형에 해당하며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
다.
제4장은 연구 방법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설문지 구성 및 자료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연구 결과에 해당하며 실증분석 및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매개모형 검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연구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 6 -

제 2 장 연구의 이론 및 배경
제 1 절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1.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개념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직장 내에서 특히 한국 조직 문화에서 오랜 기간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최근에서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과 관련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이경근, 조용현, 2010). 과거에는 상사
의 긍정적인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상사들이 자신의 부하직원들에게 지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부하직원
들의 능력을 높이는 데 애쓰며,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House, Hanges, Javidan, Dorfman & Gupta, 2004).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 조직과 부하 조직원 모두에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며 조직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게 되었다(Ashforth, 1997, Bies et al., 1997; Tepper, 2000; Yukl, et
al., 1996).
리더와 같은 상급자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동료, 그리고 부하직원들의
부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서도 관심의 대상으로 이어져 왔는데 일반화된 위
계적 괴롭힘(generalized hierarchical abuse, Rospenda, 2002), 전제적 횡포
(petty tyranny, Ashforth, 1994), 직장 내 괴롭힘(workplace bullying, Hoel &
Cooper, 2000), 감독자의 공격적 행위(supervisor aggression, Schat,
Desmarais, & Kelloway, 2006), 감독자의 침해 행위(supervisor undermining,
Duffy, Ganster, & Pagon, 2002) 등 다양한 용어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중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의 부정적인 행위를 제외한 상사와 관련된 개념은
일반화된 위계적 괴롭힘, 전제적 횡포, 감독자의 공격적 행위, 감독자의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개념들은 상급자를 포함한 수평적 관계의 동료 직원,
하급자에 해당하는 부하직원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다.
- 7 -

위와 같은 조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상사의 부정적인 리더십은 상
사의 부정적 감독 행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Tepper(2000)의 개념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Tepper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abusive supervision)를 ‘부하직원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에서
상사가 육체적 접촉을 제외한 적대적인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정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Tepper, 2007). 먼저 비인격적 감독은 조직원이 자신의 상사의 행동을 관찰
함으로 생긴 기초에 의거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맥락에서 2명의 부하직원이 같은 수준으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를 경험했을 때 그에 따른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
는데(Tepper, 2000), 관찰자의 성격, 인구학적 변인뿐만이 아니라 작업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소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한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위
계적인 혹사 행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상사가 굉장히
나쁜 일을 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혹사 혹은
학대 행위를 보인다면 이는 상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비인격적 감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실제 국내 연구에서는 조직 내
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사들의 공격적인 혹은 무례한 행동을 잘 나타내고 그
특징 역시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이경근, 조용현, 2010). 세 번째 특징
으로 비인격적 감독은 육체적인 접촉이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무엇인가를 던지거나 발길질과 같은 폭력을 제외한 공격적인 언어
표현 혹은 비언어적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인격적 감독
행위를 자신의 부하에게 행하는 상급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고의성
과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팀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비인격적 감독 행위에
해당되며 단순히 부하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해당되지 않는
다. 비인격적 감독과 유사한 개념은 존재하지만 본 연구자는 비인격적 감독이
더욱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
개념들의 의미와 비인격적 감독 간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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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인격적 감독의 유사 개념
(1) 일반화된 위계적 괴롭힘
Rospenda(2002)에 따르면 일반화된 위계적 괴롭힘(Generalized hierarchical
abuse)은 위계적으로 상급자인 동료가 제공하는 적대감의 노출로 간단히 정
의를 갖으며 일반적으로 다양한 산업 장면에서 다수의 상사로부터의 잘못된
대우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의학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
었으며 의사와 같은 의료 기관 내 상급자로부터 비인격적인 처사를 느낀 간
호사 혹은 의과 대학생 등이 연구에 참가하였다(Daugherty, Baldwin, &
Rowley, 1998). 특정 대상을 상급자가 비하하는 등의 일반적 지위 남용을 한
다는 점은 비인격적 감독과 내용상 유사해 보이지만 2가지 차이점이 존재한
다. 먼저 일반화된 위계적 괴롭힘의 경우 일정 하급자에 대해 특정한 감독자
가 행하는 비인격적 행동으로만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정
진, 2011). 또한 기존의 일반화된 위계적 괴롭힘의 측정의 경우 하급자에 위
치한 조직원들의 입장을 지극히 주관적으로 측정해왔다는 점은 해당 연구의
실제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에는 무리가 존재한다(Tepper, 2007).
(2) 전제적 횡포
Ashforth(1994)에 따르면 전제적 횡포(petty tyranny)는 상사가 가혹하고 변
덕스럽게 그리고 악의적으로 권한이나 힘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학
과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고 비열한 횡포, 비열한 폭군,
인색한 폭정 행위 등 다양하게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제적 횡포의 경우
독단적 행동, 권력 강화, 부하 비하, 배려 결여, 강압적 문제해결 방식, 부하의
자주성 비하의 6개의 차위차원으로 나뉜다(Ashforth 1997). 전제적 횡포의 측
정에 있어서는 상사가 부하에게 비하 등의 적대적 행동을 남용하는 것 반영
한다. 이는 비인격적 감독과 어느 정도 공통점을 보이지만 이를 포함하여 적
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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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팀의 목표 달성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상사가 부하에게
적대적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비인격적 감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전제적
횡포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Tepper, 2007).
(3) 직장 내 부당 행위
Aquino와 Thau(2009)는 직장 내 부당 행위(Workplace victimization)에 관해
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로부터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정의하며 공격 행동의 대상으로 지정된 조직원은 심리적, 감정적,
육체적 피해를 당한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공격적인 행동을 받는 조직원이
스스로가 단발성 혹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수준을 측
정하게 된다(Aquino, 2000). 직장 내 부당 행위의 경우 비인격적 감독과는 몇
가지 차이점을 갖는데, 먼저 직장 내 부당 행위의 경우 상사가 부하에게 행하
는 하향적인 행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직장 내 부당 행위 관
련 연구들은 상사를 포함한 동료와 같이 수평적 관계,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상향적 관계를 모두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인격적 감독과
는 다르게 직장 내 부당 행위의 경우 공격적인 행동에 있어 육체적인 위협을
포함한다. 해당 변인의 측정 문항들을 살펴보면 “직장 내 구성원이 당신을 향
해 무엇인가를 던졌는가?” 등의 문항이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인격적 감독의 경우 상사가 부하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지
않다는 것과는 다르게 정신적 혹은 물리적 피해를 주려는 의도를 내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Buss, 1961). 쉽게 말해서 상사가 부하에게 보이는 행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도와 같은 내면적인 측면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workplace bullying)은 조직원이 직장 내에서 공격적인 행동
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격적인 행동은 한 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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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의미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조직원이 자신
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Hoel, Rayner &
Cooper, 2001).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괴롭힘 관련 연구는 상사가
부하에게 행하는 공격적인 행위에 관심을 가졌다(Hoel & Cooper, 2000). 하지
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상사가 부하로 향하는 일방적인 하향적 공격행동
에만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직장 내 괴롭힘의 측정(Einarsen
& Raknes, 1997; Mikkelsen & Einarsen, 2002;)에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접적인 공격, 욕설, 사회적 고립 및 명예훼손 등을 물으며 괴롭힘의 주체로
는 상사를 포함하여 동료 직원, 부하 직원 등 위계적으로 다양한 수준을 포함
하고 모두 포함하여 묻는다. 비인격적 감독 행위와 유사하게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행위 주체가 상사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Tepper, 2007).
(5) 감독자의 공격적 행위 및 감독자의 침해 행위
Neuman과 Baron(1998)은 감독자의 공격적 행위(supervisor aggression)를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개인의 의도된 행위로 정의하였
다. 감독자의 공격적 행위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육
체적 접촉에 해당한다. 감독자의 공격적 행위는 과업과 관련하여 상사가 부하
에게 육체적인 위해 행위를 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Schat, Frone &
Kelloway, 2006).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감독자의 침해(Supervisor
undermining)는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긍정적인 인간관계, 경력에서의 성공,
우호적 평판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Duffy,
Ganster, & pagon, 2002). 감독자의 침해 행위 측정에 있어 비인격적 감독 변
인 측정 문항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 부하
직원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후자와 차이를 가진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Tepp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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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인격적 감독의 선행 연구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보이는 공격성, 적대감 등의 감독 행위를 보이는 것에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해당 선행 연구들은 비인격적 감독 행
위에 대한 선행 변인과 결과 변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비인격적 감
동 행위와 관련된 선행 변인으로는 상사의 권위주의, 상호작용 공정성(Aryee,
Chen, Sun, & Debrah, 2007), 절차적 공정성과 동료의 부정적인 영향(Tepper,
Duffy, Henle, & Lambert, 2006) 등이 존재한다. 이는 상사가 기본적으로 가
지고 있는 성향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비인격적 감독의 수준을 결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 변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 역시 다양하다. 해당 감독행위는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직무태도, 심리
적 스트레스(Tepper, 2000; Tepper & Lockhart, 2005; Yagil, 2006), 반생산적
행동과 건강상의 불편(Tepper, Duffy & Shaw, 2001)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
다. 이중 심리적 스트레스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불안(Harris, Kacmar, &
Boonthanum, 2005; Tepper, 2000), 우울(Tepper, 2000), 자기 효능감 저하
(Duffy et al., 2002), 정서적 소진(Grandey, Kern, & Frone, 2007; Grandey &
Kern, 2004; Tepper, 2000; Yagil, 2006)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와 같은 비인
격적 감독으로 인해 조직원들은 과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가 존재하지만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조직 내에서 일어나지만 과업 외의
활동을 저하시키고 과와 일-가정 갈등과 조직 바깥에서의 갈등을 상승시킨다
는 연구 또한 존재하였다(Zellars, Tepper, & Duffy, 2002; Tepper, Duffy &
Shaw, 2001). 그밖에도 무기력감(Ashforth, 1997), 상사를 향한 적대감 표출
(Dupre, Inness, Connelly, Barling, & Hoption, 2006), 일탈 행위(Thau &
Mitchell, 2006)와 정서적 소진(Grandey, Kern, & Frone, 2007) 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비인격적 감독에 관한 선행연구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상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지각하게 되며 이는 자존감을 하
락시키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Baron &
Richardson, 2004; Burton & Hoobl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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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로 나타나는 영향들은
개인과 같은 미시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조직이라는 거시적인
단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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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상관리
1. 인상관리의 개념
인상관리라는 개념의 시작은 Goffman(1955)의 연구에서 나타난다.
Goffman(1955)은 연극에서 배우들이 극중에서 연기해야하는 인물들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
해 대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통제는 보통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바람직한 인상을 형성시킴으로써 타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창조
하고 개선하고 유지해 나가게 한다(이광순, 1997).
이후 인상관리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의를 나타내게 된다.
Tedeschi와 Reiss(1981)는 인상관리의 개념을 ‘타인이 형성하는 귀인 혹은 인
상을 자신이 통제하거나 조작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라고 나타내었고
Leary와 Kowalski(1990)는 ‘타인이 자신에 대한 인상을 형성함에 있어 인상
을 통해 통제를 가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그밖에도 목표로 삼은 타인에게 자
신이 보여 졌으면 하는 인상을 만들거나, 유지 혹은 보호하기 위해 하는 개인
의 노력(Bozeman & Kacmar, 1997)으로 정의의 수준이 다양해졌다. 하지만
모든 인상관리의 정의에 있어서 행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심
어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인상관리 행위는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갖게 되는 이미지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의도된 개인의 행동임과 동시에(Rosenfeld, Giacalone, & Riordan,
1995), 자신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바람직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할 때 주로 이용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Salamon & Deutsch,
2006).
Baumeister와 Tice(1986)는 인상관리 동기에 있어 자아 표현이 깔려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 동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하는 순수한 사
회적 기능과 이상적인 자아와 연관된 공적인 자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
다. 이는 궁극적으로 세 가지 결과물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로 요약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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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 사회적 상황에서의 보상-비용의 비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 자
아 존중감의 향상, 그리고 (3) 열망하는 이상적인 자아로의 발전을 위해서 에
해당한다(Leary & Kowaski, 1990). 또한 인상관리 동기의 경우 기존의 연구
에서 세 가지 요인과 연관이 있음을 보이는데 이는 (1) 인상관리를 통한 관련
목표, (2) 열망하는 목표의 가치, (3) 현재 자신과 열망하는 이미지 사이의 차
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종업원들은 인상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동기 혹은
그 행위의 이유를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상황 개선과 같은 변화에 목적을 두
고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기에 기존의 연구들은 인상관리와 인상관리
동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변인으로 조직 성과, 지속 학습 활동, 자기 표
현, 조직시민행동 등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행위의 수준을 알아보려는 활
동이 대부분이었다(최양규, 황진수, 2015; 고예영, 유태용, 2016; Vohs &
Baumeister, 2005; Snyder & Swann, 1976;).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은 보통 인상관리와 자기 표현
(self-presentation)을 같은 뜻으로 보고 혼용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인상관
리는 자기 표현에 비해 타인에 의해서 행위자의 인상관리가 더 넓게 이루어
진다(Schneider, 1981). 예를 들어 인상관리는 제 3자에 의해서도 형성이 가능
하다는 점은 자기 표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이
모두 개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상을 조절하는지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두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
용하게 되었다(Leary & Kowalski, 1990).
2. 인상관리의 유형
인상관리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Stevens와 Kristof(1995)는 인상관리 전
략을 크게 언어적 전략과 비언어적 전략으로 나누었고 언어적 전략을 주장적
및 방어적 인상관리전략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비언어적 전략은
미소 짓기, 눈 맞추기, 손짓, 악수하기, 고개 끄덕거림과 같은 비언어적인 행
동이나 표현이 있다(DePaulo et al., 2003). Tedeschi와 Melburg(1984)는 인상
관리를 실행하는 개인은 언어적 전략을 통해 주장적 혹은 방어적 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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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전략적 혹은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상관리의 주도적 행동은 타인에게 자신의 특정한 정체성을 형성하
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하며 긍정적 성격, 동기, 의도 등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모범을 보이는 행동 등을 포함하며, 방어적 행동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하는 수동적인 행위를
뜻하고 변명하기, 정당화시키기, 사과, 보상행위, 간청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특정 상황이라 함은 자신에게 부정적이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인상
관리에 있어 전략적 혹은 전술적 사용의 차이점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전
략적 사용은 인상관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긴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해
당되며 전술적 사용의 경우 전자보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단기간 내에 달
성할 수 있는 인상관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어떤 종업원은 당장 낮에 있을
회의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오전 근무에서 상사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반면, 어떤 종업원은 1년에 1번씩 진행되는 상사의 평정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모범 보이기와 같은 인상관리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인상관리는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바뀔 수 있다. 먼
저 인상관리 대상에 따라 상사중심, 직무중심, 자기중심 인상관리로 구분이
가능하다(Wayne & Ferris, 1990). 여기서 상사중심 인상관리는 상사에게 호
감을 사기 위해 호의를 베풀거나 비위를 맞추는 등의 행동에 해당하며, 직무
중심 인상관리는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알려 상대방에
게 어필하는 행동, 자기중심 인상관리는 자기 표현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타인
에게 자신이 조직에 이상적인 구성원처럼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열심히 업
무를 수행하거나 예의 바른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에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Jones와 Pittman(1982)에 따르면, 인상관리는 자기 표현, 비위 맞추기, 모범보
이기, 간청, 위협의 5가지로 범주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비위 맞추기는
타인의 자신에 대한 호감을 높이기 위한 겉 치렛말을 하는 것으로 의견동조,
타인 돋보이게 하기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는 상사에 대한 부하 직원의
대표적 인상관리행동이다. 자기 표현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유능하게 보
이도록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강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범 보이기는 직무
상 필요한 것 이상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자신이 모범적인 직원처럼 보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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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며, 위협하기는 주변의 타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
험을 미리 인지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간청은 도움을 얻기 위해 어려움을 표현하고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행동에 해당된다. 여기서 비위 맞추기, 간청, 위협이 상사를 향한 것이라면,
자기 표현과 모범보이기는 각각 직무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Wayne & Ferris, 1990).
위의 개념화 과정을 통해서 조직원이 보이는 인상관리 행위가 단순히 자신
의 이미를 타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닌 위협적으
로 판단되는 상황을 회피 혹은 모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Jones와 Pittman(1982)의 인상관리 범주화가 다른 연구
자의 범주와 혼합된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당 범주화를 이용하여 연
구를 진행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에 대한 부하의
인상관리가 나타남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자기 중심, 직무 중심에 해당하는 자
기 표현과 모범보이기는 제외하고 상사 중심의 인상관리에 해당하는 비위 맞
추기, 간청, 위협 중 비위 맞추기와 간청을 가지고 연구에 사용할 것이다. 위
협을 제외한 이유는 이후 연구 가설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3. 인상관리의 선행 연구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직 내에서 종업원의 인상관리 행위는 필연적으로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인상관리 연구들은 다양한 결과 변
인들과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인상관리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긍정적
인 영향을 증대시킴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개인
의 정체성을 확립 및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인상관리를
행하는 주체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들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
시킨다(Leary & Kowalski, 1990). Bolino와 Turnley(2003)의 연구에서는 상사
를 향한 종업원의 비위 맞추기와 같은 인상관리 행동 전략은 상사의 실제 평
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 수행 평정이 아닌
조직 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에 있어서 상사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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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인상관리는 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Bolino, Varela, Bande, &
Turnley, 2006). Harris 등(2007)은 이에 대해서 정치적 기술의 수준이 높은
조직원이 인상관리 행동을 보일 경우 상사로부터 높은 수준의 수행평정을 받
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비위 맞추기의 경우 정치적 기술이 높을 경우
더욱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Treadway et al., 2007). 결국 조직 내에서
부하의 인상관리 행동은 상사의 부하에 대한 좋은 감정을 이끌어내고, 이는
리더-부하 간 관계(leader-member exchange: LMX)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Wayne & Ferris, 1990). 이러한 상사의 부하에 대한 호감은 부하의 승진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Judge & Bretz, 1994; Thacker
& Wayne, 1995). 이와 같이 인상관리 행동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
표에 다가서게 하는 방법으로써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관리와 관련한 부정적인 연구 역시 존재한다. Leary
와 Kowalski(1990)에 따르면 인상관리의 목적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목
표하는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함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인상관리에 실패
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은 사회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Chen(1993) 역시 인상관리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
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더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언급하였
다. 즉, 인상관리에 대한 의지가 높을수록 사회 혹은 타인에 대한 불안이 높
다는 것을 말하는데 자신의 부족함이나 부정적인 평가, 거절과 같은 사건에
대한 두려움은 조직 내 구성원으로 하여금 두려움, 불안과 같은 부적 상태를
이끌 수 있다(장해순, 한주리, 이인희, 2008).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조직 내에서 종업원이 보이
는 인상관리 행동이 이와 같이 타인, 특히 상사로부터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
시켜 자신을 더 좋게 표현하고 결과적으로 수행과 같은 외적 변인에 얼마나
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관심을 가졌지만, 인상관리를 행하
는 조직원들의 경험하는 부적인 내적 상태에 관심이 적었다는 점을 본 연구
는 인지했고 연구 가설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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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서적 소진
1. 정서적 소진의 개념
정서적 소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정서적 소진의 개념이 개인이 느끼는 에너지 결핍에 해당하
며, 이는 스트레스 반응인 긴장과 유사하며, 직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
요한 정서적 자원과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박미지,
2015). 즉, 정서적 소진은 조직에서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느끼는 긴장,
불안, 우울, 신체적 피로, 불면증, 두통 등을 수반하는 증상으로 만성적인 스
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이인석, 박문수, 정무관, 2007). 그렇기에
해당 절에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정서적 소진으로 본 연구들과 정서적 소진
연구들을 통해 설명하겠다.
어려움과 역경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용어 들은 비록 체계적으로 집중 받지
는 못했지만 최소한 14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였고(Lumsden, 1981), 이후 17
세기부터 물리-생물학적 입장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Hinkle,
1974). 스트레스라는 말의 시작은 14세기에 이르러서야 확정적으로 사용되었
으며(Ivancevich & Matteson, 1980), 오늘날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19세기에
있어서 그 개념이 확고히 되었다(Winnubst, 1984). 스트레스는 물체나 인간에
게 작용하는 힘, 합력,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와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를 갖는
다. Hall과 Mansfield(1971)는 스트레스를 특정 체계에 작용하는 외적인 힘이
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외적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인의 내적 체계상의
변화를 긴장이라고 정의하였다.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다리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다리에 있
어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자동차와 같은 것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환경적으로 발생하는 바람, 지진 등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이 필요하
다. 여기서 다리가 이러한 무게를 견디는 것을 부하(load)라고 일컬으며 인간
역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하들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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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어야 한다. 이 때 만약 부하들의 중압감이 삶을 침범하게 된다면 이는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Lazarus, 1993).
이와 관련한 직무 탈진은 주로 대인관계를 하는 조직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들이 겪는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반응을 말하며 같이 종사하는 구
성원들에 대한 관심이 상실된 상태라고 정의한다(Maslach, 1978). 직무 탈진
은 크게 정서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개
인 성취 감소(personal accomplishment)라는 세 가지 핵심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 중 정서적 소진은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무리를 하거나 심리적인
소진 요구에 의해 개인의 정서적 자원들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Maslach & Jackson, 1981). 전통적으로 소진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인관계를 주로 하는 서비스(human services)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정서적 긴장에 대한 반응(Maslach, Jackson, & Leiter
1986)” 중 하나로 정의되었다. 초기 소진에 대한 연구가 의사, 간호사, 교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경찰 등과 같이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 혹은 도와주는 일
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관찰한다는 점은
소진에 있어 대인관계가 필요조건임을 가정하였지만(Maslach et al., 1986),
최근 소진이 다른 직종의 근로자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Lee &
Ashforth, 1990; Schutte, Toppinen, Kalimo, & Schaufeli, 2000), 다양한 직종
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은 보유하고 있는 시간, 에너지, 자원에 있어 그 양이 정해져 있으며 직
장 등에서 발생하는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등에 의해서 자신의 시간, 에너지
등이 손실될 수 있다고 우려해 결국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Frone,
Russell & Cooper, 1992; Wright & Cropanzano, 1998). 이밖에도 비인간화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업무상에서 역량 및 생산성 부족으로 인해 성취감이 감소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 탈진의 차
원들은 개인이 정서적 소진과 더불어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비인격화함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덜 쏟게 됨에 따라 직무에서의 역량 및 성취감 감소를 경험
하게 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Masl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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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son, & Leiter 1986). 자원보존이론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자원을 손실하였거나, 해당 이론은 자원 손실에 위협, 혹
은 자신이 지닌 자원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 스트레스
를 받게 됨을 보여준다(Hobfoll, 1989). 여기서 자원이란 위에서 언급한 개인
이 보유하고 있는 시간,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말하며, 돈과 같은 유형의 개념과 지식,
정보과 같은 무형의 개념들을 포함한다(Hobfoll, 1989). 즉, 조직 내에서 발생
하는 과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기 쉬
우며, 만약 이 스트레스요인이 지속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 스트레스는
직장인들의 신체적, 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진을 야기 시
킬 것이다(Freundenberger, 1974).
본 연구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라는 독립변인에 따른 종업원의 인상
관리가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내적 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추가적으로 직무 탈진의 다른 요소들이 아닌 정서적
소진만을 연구의 결과 변인으로 염두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각 요소들이 독립
적인 범주로 보기 보다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인과적으로 발생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정서적 소진의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밝히겠다.
2. 정서적 소진의 선행연구
조직 내에서 종업원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장 먼저 경험하
지만(Albrecht, 1982) 개인을 넘어 조직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결과를 이끄는 것은 아니다. Yerkes와
Dodson(1908)의 법칙에 따라 Jamal(1984)은 스트레스와 같은 부적 정서의 경
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조직원의 과업 수행에 있어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극심한 스
트레스 혹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직무 스트레스 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보일
수 있는 정서적 소진의 경우는 긍정적인 변인과의 관련성이 아직까지 밝혀지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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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소진의 경우 개인의 자원에 대한 손실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무 요구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Maslach et al.,
2001). 만약 조직에서 구성원에게 과도한 직무 요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정서
적 소진을 일으키게 된다(Dermerouti et al., 2001). 직무스트레스의 일종으로
정서적 소진을 본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직무 만족은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Brewer & Clippard, 2002; 송대현, 이종목, 박한기, 1988).
정서적 소진의 경우 종업원의 관점과 조직의 관점에서 각각 다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먼저 종업원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서적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로 인해 정서적 소진이 발
생하고, 이는 피로, 위장 장애, 두통, 불면증, 신체증상과 관련이 있으며
(Belcastro, 1982),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정서적 소진은 직무만족, 이직의도,
조직몰입, 업무행동, 직무성과 등과 같은 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과 유의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들이 존재한다(Belcastro, 1982; Maslach & Lieter,
1988; Wright & Bonett, 1997).
직무탈진의 차원에 해당하는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 감소는 정서적 소진의
결과 혹은 반응이라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 Van Dierendonck 등(2001)은 개
인의 성취감이 비인격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비인격화는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Leiter와 Maslach(1988)는 높은 수준의
정서적 소진이 높은 수준의 비인격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정서적 소
진이 비인격화를 이끌 수 있다는 탈진과정모델(process model)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비인격화와 정서적 소진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현재
까지 부족한 상태이지만(Shirom, 1989) 탈진과정 모델이 가장 지지받고 있다
(Cordes, Dougherty, & Blum, 1997). 이를 통해 적어도 타인에게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비인격화는 정서적 소진에 따른 개인의 방어적
대처 방식이 되거나 정서적 소진을 이끄는 자기 파괴적 반응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밖에도 정서적 소진은 정서적인 피로와 소모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이직의
도 및 결근 수준을 증가시키고, 조직 몰입이 감소되며, 낮은 직무 수행을 보
이고, 조직시민행동을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larcon, 2011;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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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forth, 1993; Dean, Brandes, & Dharwadkar, 1998; Cropanzano, Rupp, &
Byrne, 2003). 특히 천명섭과 정승언(1995)의 연구에서, 상사의 구체적 지원과
자존심 지원은 정서적 소진에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종업원의 조직 생활에 있어 상사의 행동은 정서적 소진에
정적 혹은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논리와 흐름을 같이 한다
고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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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내적 통제소재
1. 통제소재의 개념
조직에 한정 짓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각기 다른 대처방법과 극복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특히 Werner와 Smith(1982)는 위험 상황이나 심각한 역경과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발달하는 성
장의 힘을 회복탄력성으로 보고, 불행이나 충격으로부터 급속히 회복하여 성
공적으로 적응하는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통제소재(Locus of control)의 개념은 Rotter(1966)에 의해 사
용되었으며, 개인의 삶에서 보상이나 결과가 자신의 내부의 힘이나 다른 외부
적인 요소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기대감으로 정의된다. 통제소재
에 대한 개념은 Rotter(1982)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과
Heiser(1958)의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사
회학습이론의 경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내적요인으로 혹은 외
적 요인으로 지각하는가를 중요시한다면, 귀인이론에서는 행동결과의 원인으
로 지각한 요인이 안정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없는 것인지를 중요시한다(황
미구, 2001). 이러한 귀인을 Rotter는 통재소재라고 언급하였고, 사회학습이론
에서 내적 통제소재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의 통제는 주로 자신 내
면에 있는 반면에 외적 통제소재는 통제가 자신 권한 밖이나 운 또는 우연
또는 힘 있는 사람의 통제권에 있다는 기대로 언급하였다. 즉, 내적 통제소재
성향의 개인들은 경험하는 성공, 실패와 같은 결과들은 자신의 행동과 실천에
의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외부 통제소재 성향은 운과 운명, 우연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다(Spector, 1988). 하지만 이런
통제소재 성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원인을 추론하는 사건 귀인과는 구분되는
데, 사건 귀인의 경우 사건에 따라 귀인의 수준이 달라지는 일종의 상태
(state)의 개념인 것과는 다르게 통재 소재 성향은 결과에 따른 원인을 생각
함에 있어 일정한 경향성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특성(trait)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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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강하다(이영호, 1993).
다시 말해 통제소재의 핵심적인 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 내 사건들을 통
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반영한다는 것이다(Chorpita & Barlow,
1998). 즉, 내부통제소재 성향이 높은 개인은 특정 사건의 결과가 자신의 통
제 하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 해당하며, 외부통제소재 성향이 높은 개인은 특
정 사건의 결과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여기게 된다(송현화, 2014). 이러
한 점은 단순히 통제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통제감이 높은 경우
내적 통제소재 성향으로, 통제감이 낮은 경우 외적 통제소재 성향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이 지각하는 통제의 차원을 내부와 외부로 나눈 점에서의 차
이점만이 존재하게 된다(Chorpita & Barlow, 1998).
추가적으로 통제소재는 사람들이 자신, 타인,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 잠재
의식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감정 상태라고 정의되는(Judge et al.,1998) 핵심자
기평가(core self-evaluation)의 4가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신경성
(neuroticism),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아존중감(self-esteem), 통제소재
(locus of control) 중 하나이며, 핵심자아평가에 대한 개념은 Judge, Locke와
Durham(1997)에 의해 검증되었고 이후에 직무태도,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등
직무 관련요소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고 증명되었다(Dormann, Fay, Zapf &
Frese, 2006).
2. 통제소재의 선행연구
통제소재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적 통제소재와 외적 통제소재 성향
에 따라 개인의 행동, 인지적 반응, 사고 등이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정혜연, 2008).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가정, 문화 그리고 보상을 이끈 과
거로부터 외적, 내적 통제소재의 성향을 달리 나타낸다(정재일, 2014). 먼저
성격 변인과의 연구 살펴보면, 불안의 경우 외적 통제소재 성향이 높은 개인
과 높은 상관을 가진 반면에 내적 통제소재 성향이 높은 개인과는 그렇지 않
았다(Joe, 1971; Archer, 1979a). 사회적 바람직성의 경우 통제소재와는 상관
이 없다는 초기 연구(Rotter, 1966)와는 다르게, Joe(1971)는 기존의 여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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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바람직성 관련 척도와의 관련을 발견하였다.
내적 통제소재를 가진 개인들은 외적 통제소재를 지닌 개인들보다 기능적인
방식에서 다양한 상황을 받아들이고(Judge, Locke, Durham, & Klugar,
1998), 직무에서 성과가 보다 더 뛰어났다(Locke, 1983; Spector, 1982). 그렇
기 때문에 만약 조직에 속한 종업원이 자신의 내적 통제소재가 직무 성취와
같은 성과를 이루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더욱 혁신적
이고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게 된다(Karimi & Alipour, 2011).
위와 같은 수행의 수준에 있어 통제소재는 각기 다른 태도 및 결과를 보이
지만 개인의 정서적 결과 또한 다르게 나타낸다. Levy(2007)는 과업에 있어
중도에 탈락한 집단과 이수자 집단 사이에 통제소재 및 학습 만족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중도에 탈락한 집단
은 이수자보다 내적 통제소재 및 학습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내적 통
제소재가 높을수록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후
Ponto(1999)는 간호대학 학습자들의 통제소재 위치에 따라 학습자의 만족도
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해당 연구에서는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제소재가 아닌 학년을 독립변수로 하여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
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추가적으로 내적 통제소재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조직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외적 통제소재인 경우 이와
반대로 인지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Judge, Locke, & Durham, 1997; Judge,
Locke, Durham, & Kluger, 1998).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Spector(1982)는 내
적 통제소재를 지닌 개인은 자신이 만족하지 않는 직무에 안주할 확률이 적
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내적 통제소재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외적 통제소재 성향을 지닌 사람들보
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역경을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매
진한다(Erez & Judge, 2001; Yukl & Latham, 1978). 이런 목표 설정 과정은
상대적으로 내적인 경력성공과 월등한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Locke
& Latham, 1990; Mento, Steel, & Karren, 1987; Wofford, Goodwin, &
Premack, 1992). 이러한 행동적 차이는 조직 혹은 사회적인 활동에서의 차이
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태풍에 대한 대비나 보험에 가입하는 행동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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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지니고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Sims
& Banumann, 1972; Banumann & Sims, 1978). 이는 내적 통제소재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외적 통제소재 성향을 지닌 사람들보다 자신이 처한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더 많이 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Rotter, 1992). 앞서서 언급했던 귀인방식에 따르면 외적 통제소재 성향
을 지닌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타인의 책임을 최대화하는 것에 비해 내적 통제소재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가능하다(Gil,
Wang, Anderson & Lin, 1994). 그밖에도 조직 측면에서 내적 통제소재 성향
연구는 높은 수준의 직무 몰입, 지각된 목적성, 동기 수준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Reitz & Jewell, 1979; Organ & Greene, 1974a; Locke,
1983)
이러한 점을 통해 본 연구의 이후 단계에서는 통제성향에 따라 개인이 상사
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행동을 행함에 있어 감정적
변화를 겪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화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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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 모형
제 1 절 연구 가설
1.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인상관리 간의 관계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로 인해 나타날 수 있
는 결과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감독행위
는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직무태도, 심리적 스트레스, 반생산적 행동과 건강상
의 불편(Tepper, 2000; Tepper & Lockhart, 2005; Yagil, 2006; Tepper, Duffy
& Shaw, 2001)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부하가 자신에게 물리적
접촉을 제외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해 인상관
리를 통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기는 의문은 단순
히 상사가 비인격적 감독을 보인다고 해서 부하의 상사를 향한 태도와 같은
외적인 행위가 변하는가에 해당한다. 부하는 조직 내에서 충분히 인내할 수도
혹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Shimp et al., 2012). 상사에 대한 부하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산업 및 조
직 심리학보다는 사회심리학에서 좀 더 많이 연구되고 있는 눈 형상 효과
(eye image effect)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해당 효과는 Bateson 등(2013)이
발견한 효과로, 그는 대학교 구내 식당에서 음료를 개인이 꺼내 마시고 알아
서 비용을 테이블 위 선반에 두는 무인 판매대를 설치하고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2가지 상황을 나누어 진행되었고, 한 상황은 무인 판매대
에 사람의 눈 형상을 한 그림을 붙이고 다른 한 상황에는 꽃 그림을 부착했
다는 차이만을 가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의 눈의 이미지가 있었던 경우
약 2배의 금액을 더 걷을 수 있었다. 즉, 가짜 눈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들은 의식하고,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다양한 환경에서 단순히 누군가
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좀 더 친사회적이고 집단의 규
범을 따르게 된다고 언급하였다(Fathi, Bateson & Nett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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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위협과 같은 상사를 향한 부하의 저항적인 인상관리 행위는 현실
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Mitchell과 Ambrose(2007)은
이와 관련하여 부하가 상사를 통해서 비인격적 감독을 받을 경우 슬픔, 화와
같은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기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가족, 룸메이트 혹은 이웃과 같
은 구성원들의 경우 개인이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끊을 수 없듯이 부
하가 상사가 아무리 모욕감을 주더라도 관계를 맺지 않고는 생활을 이어나가
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Kramer & Hess, 2002). 물론 상사가 보
이는 무례한 언행을 경험한 부하가 분노로 인해 보복이나 화풀이 같은 적극
적인 행동을 보일 수 도 있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Porath & Erez, 2009). 하
지만 분노의 감정보다 두려움이나 슬픔이 앞설 때에 이러한 대응은 보류하고
간접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더 높다(Porath & Pearson, 2012).
Tepper 등(2007)은 이런 상황에서 부하들이 상사와의 어긋난 관계를 피하면
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절 유지 전략(regulative maintenance
tactics)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조절 유지 전략에는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 과거 대부분의 의사소통 연구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개인의 만족을 이끌어 내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Dindia &
Canary, 1993). 하지만 실제 조직 생활에서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
을 이루기 위해서 원치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기화될 수 있다
(Wilmot, 1980). Hess(2000)에 따르면 부하는 상사와의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혹은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이는 회피
행동과 연관이 있는데, 위협적인 자극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달아나는 것을
의미한다(Rachlin, 1976).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부하는 위협인물 혹은 상황으
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함을 피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Folger &
Skarlicki, 1998). 이는 장기적인 결과가 아닌 단기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과정
으로 Steel과 Konig(2006)의 시간적 동기화 이론(temporal motivation theory)
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해당 이론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무리 혐오스럽거나 불쾌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더욱
쉽게 동기화되고 행동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회피적 행동은 종업원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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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유지 전략에 있어 가장 쉽게 사용될 수 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상사와의 관계를 애초에 차단하거나 만남을 가질 경우 그 시간을 최대한 줄
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 모든 위험 상황을 피하는 것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을 만날 수 있으
며 한 조직 내, 한 팀에서 같이 근무를 하므로 이러한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
에 가깝다(Holahan, Moos, Holahan, Brennan, & Schutte, 2005). 그러므로 종
업원은 상사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에 대해 갖는 이미지를 조절하기 위
한 인상관리 행동을 사용하게 된다(Salamon & Deutsch, 2006). 앞서서 인상
관리를 상사 중심, 자기 중심, 직무 중심으로 나눔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
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하의 상사 중심 인상관리가 이루
어질 것이다. 상사 중심 인상관리의 한 예인 비위 맞추기는 ‘특정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비합리적으로 설계된 행위’
이며(Jones, 1964)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으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Ralston, 1985; Wortman & Linsenmeier, 1977). 이를 통하여 비위맞추기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유사성을 증가시키고(Bynre & Griffit, 1966), 자
신에 대한 호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배성현, 김승호, 김미선, 신동
규, 2014). 상사 중심 인상관리 중 간청하기와 위협하기의 경우 인상관리 목
적으로 자신의 바람직한 부분은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은 회피하고자 하
는데 있어 달성 정도가 낮으며(Gardner & Martinko, 1988), 결과적으로는 타
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이경근, 조용현, 2009). 하지만 간청의 경우 자신을 남에게
기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물로 비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협과의 차이를 볼 수 있다(배성현,
김승호, 김미선, 신동규, 2014). Wayne와 Ferris(1990)는 이러한 특징을 기반
으로 비위 맞추기와 간청을 상사 중심의 인상관리이면서 동시에 방어적 인상
관리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다.
Peeters와 Lievens(2006)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자신
감과 자부심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이나 과거에 이루었던 중요한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주장적 인상관리전략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 30 -

지를 만회하고자 하는 방어적 인상관리 전략을 사용한다. 임상 및 정신과 연
구에서 정서적 불안정성은 방어적 인상관리전략의 사용과 높은 관련성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Avia, Sanchez-Bernardos, Sanz, Carrillo, & Rojo, 1998;
Spinhoven, Vangaalen, & Abraham, 1995). 즉, 인상관리를 하는 원인이 상사
의 비인격적 감독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면서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부
하의 인상관리 전략의 형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인상관리의 형태를 상사, 직무, 자기 중심적으로 나누어 보면, 상사의 비인격
적 감독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상사 중심의 인상관리가 부하로 하여금 나
타날 것으로 보았으며, 상사의 묵살행위 혹은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은
폭언과 같은 비인격적 감독 행위가 나왔을 때 부하는 상사의 이러한 감독 행
위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게 되므로(박규석, 2014), 인상관리 중
주장적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장점을 상사에게 보이기보단 상사를 향한 방
어적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정서 표현을 규제하는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에(Carlson et al., 2012)
이는 조직원이 특정 정서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대로 표출할 수 없는 과정에
서 발생되는 자기 표출 형태 중 하나인 상사 중심의 방어적 인상관리에 해당
하는 비위 맞추기와 간청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동은 부하로 하여금 상사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모욕과 같은 자신에게 해가될 상사의 행위를 모
면하기 위한 인상관리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는 부하의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부하의 인상관리와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조직 구성원이 인상관리를 통해
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관리의 긍정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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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해왔었다(Bolino, Long & Turnley, 2016).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인상관리와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naji와
Prentice(1994)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일관된 자기의 상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향상을 이룰 수 있는 형태로 인상관리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의 경우 대부분의 인상관
리의 형태가 방어적이기 때문에 자기 향상보다는 위험에 대한 회피 및 방어
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커져 자기 보호적 행동으로 인상관리가 표현된다
(Schutz & Depaulo, 1996). 이와 같이 인상관리 행위가 행위자의 궁극적인 목
적에 부합하지 않고 닥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거짓된 행위의 경우는 부정적
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Roulin et al., 2015). Treadway 등(2007)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다른 타인에게 비위 맞추기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
치적 기술이 부족할 경우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신
의 상급자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을 하지만 방법이 상급자가 원하지 않거나
정치적 기술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인상관리와 같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높은 정
서적 소진을 이끈다(Brotheridge & Lee, 2003). 그러한 이유는 조직이 조직원
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게 통제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정
서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범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Brotheridge & Grandey, 2002). 직무상황에서 이런 규범을 따르는 것은 내면
의 자기와는 모순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행동이 될 수 있으며(Gross & John,
2003), Erickson과 Ritter(2001)은 이러한 자기 내면 상태와 행동의 상반되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불안, 짜증과 같은 부적 정서를 느끼게 되고 결
국 직무 탈진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만약 비인격적 감독 행위의 강도가 지속적이지만 심각하지 않고 의도가 쉽
게 파악되지 않는 다면 이를 대응해야하는 조직 구성원은 더욱 심각한 스트
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Sloan, 2007). 조금 더 살펴보자면 비인격적 감독 행위
를 당하는 부하가 만약 애매함을 비롯하여 상사의 의도를 속단하기 어려운
경우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감정관리(emotional management)를 함과 동시
에 상사의 공격적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동시적으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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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개인의 내면과 행동이 일치하는 않는 상태를 가식을 의미하게
하며 결국 진정성이 결여된 채로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
다(한태영, 2013). 결국 이러한 인상관리 행위는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가져
다 줄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동으로 인한 부하의 인상관
리는 자신의 실제 감정과는 다른 거짓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 목적
또한 장기적인 목표달성이라기 보다는 상사를 향한 단기적인 방어 혹은 회피
방법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정서적 소진을 이끌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2. 부하의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는 정서적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 인상관리의 매개효과
기존의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관한 연구들은 해당 감독 행위로 인해 나타
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단순히 감독 행위를 당하는 부하를 포함하고, 이는
조직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한다(Aryee, Sun, Chen, & Debrah, 2008;
Harris, Harvey, & Kacmar, 2009). 조직 구성원 중 상사의 감독 행위에 대상
이 되는 부하는 자연스럽게 상사가 보이는 행동 등에 민감하게 느끼는 동시
에 반응 및 정서 경험을 하게 된다.
Ohbuchi와 Kambara(1985)는 공격 가해자의 의도와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지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인상관리가 부분적이지만 매개효과를 지닌다
고 언급하였다. 특히 비인격적 감독 행위는 조직원으로 하여금 권력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조직 내에서 상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조직 문화 상 조직 구성원들의 복종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
병섭, 1994). 특정 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불안, 인지
적인 회피와 같은 증상 혹은 스트레스에 따른 증상 발현과 연결될 수 있고,
이는 간접적으로 직무 소진과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원의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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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Carlier, Lamberts, & Gersons, 1997).
본 연구자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해서 부하가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
하고 인상관리를 통해 회피를 한다는 점에서 복종적인 태도의 하나로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Greenberg와 Colquitt(2005)의
연구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권위에 대한 복종과 같은 상황적 변수와 관련
하여 일관성, 편견의 배제, 정확성, 수정 가능성, 대표성, 윤리성 등 공정한 절
차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권위에 대한 복종이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규칙들은 쉽게 무시되었고 상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나 조직
구성원에 대한 부적절하고 공정치 못한 대우는 조직원들의 수행에 영향을 미
치고, 결국 더욱 낮은 수준의 대인 공정성을 경험하게 되어 직무만족, 조직몰
입과 같은 내적 상태에 부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앞서서 본 연구자는 인상관리 중 자기표현, 위협, 모범과 같은 인상관리의
경우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구
축하였다. 하지만 위협과 같은 보복적 인상관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또
한 존재한다. 조직의 감독자에 해당하는 상사가 허용 가능한 태도를 넘거나
혹은 예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하는 인격적인 대우에 있어서
부당함을 인식하게 된다(Bies & Moag, 1986). 이러한 지각은 부정적인 영향
및 책임자로 여겨지는 대상에 대한 보복 욕구를 낳는다(Bies & Tripp, 1996;
Folger, 1993; Sheppard, Lewicki & Minton, 1992; Skarlicki & Folger, 1997).
이는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사에 대한 인상관리를 통해 자신이 처한 위
기를 모면하지 않고 오히려 상사의 공격적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
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설 2에서 설명하였듯이 조직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서
를 표현하지 못하게 통제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규범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Brotheridge & Grandey,
2002)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내적 상태를 제한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각되는 상사의 감독 행위에 대해서 보복적인 행위의 어
려움을 나타낸다. 또한 부하의 입장에서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불만을 감독자
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선택은 권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사와 부하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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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특성상 제약을 받을 수 있다(Lim, 1990). 예를 들어 감독자를 험담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공공연한 반응은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부하의 보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Bies & Tripp, 1996), 이로 인해 또
다른 보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배성현 등(2014)은 인상관리 행위가 역할 갈등과 같은 상황 특성 변수와 만
족과 같은 내적 상태를 매개함을 밝혀내었다. 추가적으로 리더가 보이는 리더
십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같은 부하의 정서에 있어 인상관리가 매개함을
나타낸 연구 또한 존재한다(정범희, 2012).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부하의 인상
관리 행위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라는 상황적 변수와 부하의 특정 정서적
상태를 일으킴 있어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논리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가설 3. 부하의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정서적
소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 내적 통제소재의 조절효과
앞서 통제소재를 살펴보았을 때 외부의 결과물이 자기 내부의 힘이나 외부
요소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에 따라 내부 통제소재, 외부 통제
소재로 나눔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외부의 요소에 해당
하는 것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포함한 일상의 여러 부분에
서 나타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들은 통제소재가 사회적 상황에서 행동에
대한 영향을 통해 일터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통제소재 성향 중 내적통제인 사람들은 외적통제 성향을 지닌 개인보다 더
우수한 사회적 기술들 보유하고 있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상대방을 더 잘 배려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Kapoor, Ansari, & Shukla,
1986; Lefcourt, Martin, Fick, & Saleh, 1985: Phares, 1965; Ringer & Boss,
2000). 이를 통해서 내적 통제소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외적 통제소재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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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사람들보다 협력을 잘하며, 감독자들과 상호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내적 통제소재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면 송하식과 김용순(2009)의 연구에서 통
제소재에 따라 유리천장과 같은 조직에서의 한계 지각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
에 조절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들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소재를 지닌 조직원보
다는 외적 통제소재 성향이 높은 조직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내적
통제소재 성향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통제소재
는 한계 상황과 직무만족 및 태도의 사이에서 조절적 역할을 한다(장영,
2006). 추가적으로 통제소재는 조직몰입에 대한 업무역할의 태도 영향에 대해
서도 조절효과를 가지며(Cook, 1981),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내적 통제
소재 성향을 지닌 집단은 외적 통제소재 성향을 지닌 집단보다 몰입의 정도
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업무 역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수행을 나
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Spector(1982)는 내적 통제소재자가 외적
통제소재자 보다 더 강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
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서 통제소재가 통제의 방향에 따라 내적 통제소재와 외적 통제소재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신이 보다 많은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통제
소재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험을 덜 느끼기 때문에 지나친 반대적인 반응
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가 존재한다(Quick & Quick, 1984). 이는 다시 말해
내적 통제소재 성향이 높은 개인은 역할갈등을 덜 느끼고 그들의 직무에 보
다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된다(Mitchell, Smyser & Weed, 1975). 자영업 관리
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은 스트레스 상황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내적 통제소재 성향이 높은 개인이 그렇지 못한 개인
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며 오히려 더
높은 과업 지향적 행동을 보였다(Anderson, 1977). 이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있어서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 원을 덜 위
협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내적 통제소재의 영향력이 스트레스 상황이 일으키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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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지만, 이에 대해 스
트레스 상황과 자신의 통제력을 비교했을 때 그 이상 유용하지 못하다고 판
단하게 되면 스트레스 대처 노력을 쉽게 포기하여 행동은 갑자기 무력해질
수도 있고(Matthews, 1982), 개인은 큰 불안을 느낄 수 있다(윤장원, 2006).
하지만 통제소재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조직 내의 일터에서 고려
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어떤 통제소재를
갖느냐에 따라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사건들에 따른 조직 내의 대인
관계, 근무태도, 조직성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내적 통제소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다 주위환경에 잘 대응하고, 보다 많
은 성취동기를 가지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가 낮고, 어려움에 대한 사전 대처
성향으로 현실의 벽을 잘 극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
는 가설 4는 다음과 같다.
가설 4.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행위와 부하의 인상관리의 관계에서 부하의
내적 통제소재는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내적 통제소재 수준이 높을수
록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인상관리 간의 부적 관계는 강하게 나
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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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가설 종합 및 연구 모형
<표3-1> 연구 가설 종합

번호
가설
비인격적 감독 행위는 부하의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에
가설 1. 상사의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는 정서적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가설 2. 부하의
미칠 것이다.
인상관리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
가설 3. 부하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행위와 부하의 인상관리의 관계에서 부하
통제소재는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내적 통제소재 수
가설 4. 의준이내적높을수록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인상관리 간의
부적 관계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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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절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1.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본 연구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에 대하여 Tepper(2000)의 ‘부하직원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에서 상사가 신체적 접촉을 제외한 적대적인 언어
및 비언어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토대로 진행하
였다. 이를 위해 Tepper(2000)가 개발한 비인격적 감독 척도 15문항 중 한주
원(2009)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역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상사는 내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하곤 한다.’, ‘상사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인
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다.’, ‘상사는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무례하게 대할 때
가 있다.’ 등이 해당된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기보고
식으로 측정하였다.
2. 부하의 인상관리
본 연구는 부하의 인상관리에 대하여 배성현 등(2014)의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는 행위, 자신
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남들이 자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
이라는 정의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Bolino와 Turnley(1999)가 개발
한 인상관리행동 척도를 배성현 등(2014)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역한 23개 문
항 중 직무 중심 인상관리에 해당하는 자기표현(4문항), 모범(5문항)과 상사
중심 인상관리 중 위협(5문항)을 제외한 9문항(비위 맞추기 4문항, 간청 5문
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비인격적 감독에 따른 상사를 향한 종업원의 방어 및
회피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상사나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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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수고를 자주 칭찬해서 그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나는 상사나 동료들에게 나의 곤경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동정과 도움을 얻으
려고 노력한다.’ 등이 해당된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
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3. 정서적 소진
본 연구는 정서적 소진에 대하여 Maslach과 Jackson(1981)의 ‘지나치게 무
리를 하거나 심리적인 소진 요구에 의해 개인의 정서적 자원들이 고갈되었다
고 느끼는 것’이라는 정의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Maslach와 동료들
(1996)이 일반직 종사자들의 직무 탈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BI-GS를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한 이현승(2009)의 척도에서 정서적 소진에 해당하는 5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서
적으로 지쳐있음을 느낀다.’, ‘직장일을 마치고 퇴근 시에 완전히 지쳐있음을
느낀다.’ 등이 해당된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기보고식
으로 측정하였다.
4. 내적 통제소재
본 연구는 상사의 내적 통제소재에 대하여 Rotter(1966)의 ‘통제의 주체가 개
인 내부에 있는 것으로 행동에 수반되는 강화나 사건이 개인의 행동이나 영
속적인 성격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토대로 진행
하였다. 이를 위해 Rotter(1966)의 I-E 척도와 Levenson(1981)의 IPC척도를
김수하(2006)가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한 재조직화 척도에서 내적 통제소재
성향을 묻는 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내 주변에 좋은 친구
가 많다는 것은 나의 됨됨이에 달려 있다.’, ‘내가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그것
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등이 해당된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 40 -

제 2 절 설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4개 부문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내용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해 묻는 8개 문항, 인상관리 행위에
대해 묻는 9문항, 정서적 소진 5문항, 내적 통제소재 8문항에 해당한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아니다), 2
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표 4-1>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4-1> 설문지의 구성 및 문항 출처

변인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문항 수
8

인상관리

9

정서적 소진

5

내적 통제소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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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epper(2000);
한주원(2009)
Bolino & Turnley(1999)
배성현 등(2014)
Maslach et al(1996)
이현승(2009)
Levenson(1981)
김수하(2006)

제 3 절 표본구성 및 자료 분석 방법
1. 표본구성
본 연구를 위해 장훈 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전문 조사 기관인 인바이
트를 통해 상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이 수집되었으며 이 중 임원진 등의 연구 목
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16부를 제외한 33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
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9%와 49.1%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30
대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40대는 26.3%, 20대는 24.0%, 50대 이상은
15.0%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포는 대졸자가 62.0%로 가장 큰 부분을 나타
냈고, 그 밖에 전문대 졸 18.0%, 고졸 이하 11.1%, 대학원졸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이 90.4%, 비정규직이 9.6%로 정규직이 우
세하였다. 직급별 분포는 사원급이 31.7%, 대리급 22.5%, 차/부장급 21.0%,
과장급 20.4%, 기타 4.5%,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는 미혼이 42.5%, 기혼
이 57.5%로 나타났으며,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 2.7%, 6개월~1년 미만 8.1%,
1년 이상~2년 미만 16.8%, 2년 이상~3년 미만 7.5%, 3년 이상~5년 미만
15.6%, 5년 이상~10년 미만 21.0%, 10년 이상은 28.4%로 나타났다. 또한 직속
상사와 함께 근무한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20.1%, 3년 이상~5년 미만
이 18.3%, 5년 이상~10년 미만이 17.7%로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고 이어 6개
월 미만이 8.7%, 2년 이상~3년 미만이 9.3%, 10년 이상이 11.4%로 집계되었
다. 마지막으로 직종별 분포는 관리/사무직이 86.5%로 가장 컸고, 연구/개발
직이 5.1%, 서비스/영업직이 4.8%, 생산/기술직이 3.0%, 기타 0.6%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표 4-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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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고용형태
직급
혼인 여부
근속기간

직속 상사와 함께
근무한 기간

구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정규직
비정규직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부장급
기타
미혼
기혼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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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명)
170
164
80
116
88
50
37
60
207
30
302
32
106
75
68
70
15
142
192
9
27
56
25
52
70
95
29
49
67
31
61
59

구성비율(%)
50.9
49.1
24.0
34.7
26.3
15.0
11.1
18.0
62.0
9.0
90.4
9.6
31.7
22.5
20.4
21.0
4.5
42.5
57.5
2.7
8.1
16.8
7.5
15.6
21.0
28.4
8.7
14.7
20.1
9.3
18.3
17.7

직종
합계

10년 이상
관리/사무직
생산/기술직
서비스/영업직
연구/개발직
기타

38
289
10
16
17
2
334

11.4
86.5
3.0
4.8
5.1
0.6
100

2. 자료 분석 방법
해당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된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
보기 위해서 SPSS 22.0을 사용하였으며,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하였다. 먼저 첫 번
째로 연구에 사용된 각 변인들의 측정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변인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세 번째로 본 연구모형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쟁
모형과 비교모형을 선정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및 확인하였다. 네 번
째로 내적 통제소재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2.0을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Hayes(2013)의 SPSS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를 이용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동시에 포함한 전체 모형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여 재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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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과 타당도 검증
해당 연구에서 실증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수집에 사용된 측
정도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validity)를 확보하
고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항목(multi-item)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장 보편적인 방
법인 신뢰도분석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1.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은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하
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
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송지준, 2008). 이
를 통해 연구 측정에 있어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강병서, 김계수, 2005).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성 측정을
위해 각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변형시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나타내는 Cronbach' Alpha( )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측정도구가 구성개념에서 모두 .7 이상의  값이 산출되어
연구에 필요한 신뢰도 수준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표 5-1>에 제시하였다.

- 45 -

<표 5-1> 신뢰도 분석결과

변인
비인격적 감독
인상관리
비위맞추기
간청
정서적 소진
내적 통제소재

문항 수
8
9
4
5
5
8

신뢰도
(Chronbach’ Alpha)
.934
.844
.851
.919
.849
.789

2.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측정 도구들의 타당도(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2.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먼저 실시한 후,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재검증하였다 .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주축요인분석(principle axis factoring)법을 적용하
였고, 요인회전은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현상의 경우 추출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0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도구 중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존재하므로 사각회전
방식인 직각 오블리민(oblimin)을 사용하였다.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의
경우 .4 이상일 때 1요인으로 판단하였고, 2요인 이상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요인구조 행렬로 부하량을 확인하였다.
이후 AMOS 21.0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
인된 문항들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절
대적합지수인  값을 비롯한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통한 적합도 검정
(goodness-of-fit)을 진행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실제 연구자가 수집한 표본
데이터로부터 얻은 공분산행렬(s)과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개발한
연구모델로부터 추정된 공분산행렬(∑)의 차이(s-∑)를 의미하며(우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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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는 수집된 자료가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라 할 수
있다(Mcdonald & Ho, 2002).  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 검증에서 기본이 되는
동시에 지수 중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측정치이지만(배
병렬, 2007), 검증에 있어 영가설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표본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검정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홍세희, 2009). 추가적으로 적합도 검정의 여러 지표
들이 있고 많은 SEM 학자들은 이러한 지표들 중 한 개 이상으로 모형을 평
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적합도 지수는 크게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TLI(turker-lewis index),
GFI(Goodnessof Fit Index) 그리고 CFI(comparative fit index)의 경우 .90 이
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판단되고, RMR(root mean square residual)은 .05이하
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된다. 또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5이하면 매우 좋으며 .1 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한다
(배병렬, 2007). 앞서 설명한 이론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통계량과
함께 절대 적합도 지수로 GFI, RMR과 RMSEA, 증분적합도지수로 TLI, CFI
값을 중심으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해석하였다.




(1) 비인격적 감독의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Tepper(2000)가 개발한 비인격적 감
독 척도 15문항 중 한주원(2009)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역한 8개 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의 요인만을 채택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량은 67.511%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표5-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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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위차원

문항
비인격8
비인격7
비인격1
비인격3
비인격적 감독
비인격4
비인격6
비인격2
비인격5
고유값 (Eigen Value)
설명량 (%)

요인부하량
.862
.842
.836
.822
.814
.813
.805
.775
5.401
67.511

이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의 적
합도 지수(fit index)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들에서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요인 모형에 대한 각 문항들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은 모든 문항에서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표5-3>에 제시되어 있다.
<표 5-3>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적합도




GFI

TLI

CFI

RMR

RMSEA

67.172***

20

.954

.963

.974

.031

.084

**<.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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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하의 인상관리의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부하의 인상관리 행동은 Bolino와 Turnley(1999)가 개발한 인
상관리행동 척도를 한국 상황에 맞게 번역한 23개 문항 중 자기 표현(4문항),
위협(5문항)과 모범(5문항)을 제외한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위 맞추기,
간청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의 요인만을
채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으로 알맞게 구분되었다.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량은 64.89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5-4>에 제시되어 있다.
<표 5-4> 부하의 인상관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고유값 1기준)

하위차원

문항
인상관리6
인상관리5
간청
인상관리7
인상관리9
인상관리8
인상관리2
인상관리4
비위 맞추기
인상관리3
인상관리1
고유값 (Eigen Value)
설명량 (%)

요인1
.924
.905
.841
.764
.708
4.106

요인2

64.893

.818
.756
.753
.748
2.454

이어 부하의 인상관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fit index)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들에서 수용할만한 적합
도를 보였다. 또한 요인 모형에 대한 각 문항들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은 모
든 문항에서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표5-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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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부하의 인상관리 적합도




GFI

TLI

CFI

RMR

RMSEA

102.895***

26

.933

.943

.958

.030

.094

**<.01, ***<.001

부하의 인상관리의 경우 하위 요인이 2개로 나타났기에 이를 위한 추가 검
증으로 요인의 수를 1로 고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1요인
으로 고정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5 이하로 나타나는 5개의 문항이 나타났고,
모두 비위 맞추기에 해당하는 문항이라는 점을 통해 2요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5-6>에 제시되었다.
<표 5-6> 부하의 인상관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고정된 요인수)

하위차원

문항
인상관리4
인상관리3
인상관리2
인상관리1
인상관리
인상관리8
인상관리9
인상관리7
인상관리6
인상관리7
고유값 (Eigen Value)
설명량 (%)

요인부하량
.171
.187
.198
.230
.708
.766
.843
.903
.921
4.106
45.624

(3) 정서적 소진의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정서적 소진은 Maslach와 동료들(1996)이 일반직 종사자들의
직무 탈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BI-GS를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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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2009)의 척도에서 정서적 소진에 해당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량은 62.75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5-7>에 제시되어
있다.
<표 5-7> 정서적 소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위차원

문항
정서적 소진5
정서적 소진1
정서적 소진
정서적 소진2
정서적 소진3
정서적 소진4
고유값 (Eigen Value)
설명량 (%)

요인부하량
.832
.761
.749
.660
.652
3.138
62.757

이어 정서적 소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
(fit index)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들에서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요인 모형에 대한 각 문항들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은 모든 문
항에서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5-8>에 제시되어 있다.
<표 5-8> 정서적 소진의 적합도


13.515

***



GFI

TLI

CFI

RMR

RMSEA

5

.983

.974

.987

.024

.072

**<.01, ***<.001

(4) 내적 통제소재의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내적 통제소재는 Rotter(1966)의 I-E 척도와 Levenson(198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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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척도를 김수하(2006)가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한 재조직화 척도에서 내적
통제소재 성향을 묻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의 요인만을 채택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탐
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
체 설명량은 40.79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5-9>에 제시되어 있다.
<표 5-9> 내적 통제소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위차원

문항
내적 통제소재6
내적 통제소재5
내적 통제소재4
내적 통제소재2
내적 통제소재
내적 통제소재7
내적 통제소재3
내적 통제소재1
내적 통제소재8
고유값 (Eigen Value)
설명량 (%)

요인부하량
.635
.625
.578
.573
.555
.546
.526
.506
3.264
40.798

내적 통제소재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fit
index)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들에서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보
였다. 요인 모형에 대한 각 문항들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은 .5를 넘는 것으
로 나타나 구성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5-10>에 제시
되어 있다.
<표 5-10> 내적 통제소재의 적합도

***

50.356



GFI

TLI

CFI

RMR

RMSEA

20

.965

.922

.944

.028

.068

**<.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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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검증
1. 상관관계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기초적인 관계성
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는 .308(   ), 부하의 인상관리와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는 .115(   ), 그리고 정서적 소진과 내적 통제소재 간의 관계는
-.226(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포함하여 자세한 분석결과를 <표 5-11>에 제시하였다.
<표 5-1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1 비인격적 감독
1
2 인상관리
.087
3 정서적 소진
.308**
4 내적 통제소재
-.141
평균(M)
2.5303
표준편차
.886
* <.05. ** <.01, ***  <.001

2
1
.115*
.079
2.6108
.597

3

4

1
-.226**
3.2204
.761

1
3.6976
.515

2. 모형검증 및 매개효과 분석
해당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1.0을 사
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
다. 이는 구조방정식모형(measurement model)과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을 통해 연구자가 설정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 및 파악하는 방정식
모형을 말한다(김계수,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에서 관찰
하고자 하는 측정변인에 대한 측정오차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측정오차를
고려한 순수한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신건권, 2013). 또
한 여러 변인들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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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사용되는 모형개발전략(model development
strategy)들은 하나의 모형만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여 이를
기각 혹은 채택하는 방식인 확인적 전략(confirmatory strategy), 제안 모형을
비롯한 몇 가지 경쟁 모형을 제시한 후 여러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가
장 간결하고 높은 지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인 경쟁모형
전략(competing model strategy), 임의적으로 초기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확인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속적으로 모형을 수정하는 방법의 모형생성
전략(model generating strategy)이 존재한다(김계수, 2008). 본 연구에서는 일
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바람직한 방법으로 간주되는 경쟁모형전략을
사용하여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많은 연구에서는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통
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든 문항을 관측변수로
사용할 경우 모형의 복잡성이 증가하여 표본의 크기, 모형의 적합도, 그리고
모수의 추정에 있어 유의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종필,
2012). 문항묶음이란 연구에서 잠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관찰변인들
을 부분적으로 총합해서 지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배병렬, 2007). 이러한
문항 묶음은 문항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측정 문
항들이 단일차원(unidimensional)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Bagozzi &
Heatherton, 1994). 문항묶음을 하는 방법으로는 전 문항을 합산하여 단일항
목으로 만드는 방법,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산하는 방법, 탐색적 요인분
석을 통해 합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우종필, 2012). 문항묶음
의 장점으로는 몇 개의 문항들의 합이 하나의 측정변인이 되므로 신뢰도가
높아지고, 개별문항을 사용할 때 보다 연속적이고, 측정변인이 다변량 정규분
포에 근접하는 분포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측정에 있어 측정 문항이 10개를 넘지
않는 적은 수라는 점과 단일 차원에 대한 가정을 단순히 이론적인 근거와 탐
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만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문항묶음을 진행하지
않고 본 문항들을 모두 개별 측정 항목으로 두고 검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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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는 앞서 타당도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집된 자료가 가정된 모형
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하는 것으로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적합한 기준은 TLI, GFI, CFI의 경우 .90이상, 또는 엄
격한 기준일 경우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배병렬, 2007), RMSEA는 .05이하면 매우 좋으며 .1 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RMR은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가 되며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
정된다(우종필, 2012).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조직 내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부하의 인상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진다는 완전 매개 모형을 제안 모형
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완전 매개 모형은 <그림 5-1>에 제시하였다.
Hayes(2013)에 따르면 완전매개 혹은 부분매개로 연구 모형을 전제하는 것은
중요치 않으며 매개효과의 유무 자체가 일차적으로 확인할 점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부분매개를 기본 모형으로 전제하는 것은 모형이 가진 취약점을 인정
하고 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보통의 연구자들은 완전매
개를 우선적으로 가정하게 된다. 하지만 실증 연구의 관점에서 다른 대안적
설명을 배제하고 특정 변인의 완전매개 효과를 주장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
므로 권장되지 않는다(Hayes,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있어서 일단 매개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을 주목적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
에 따라 적합도를 비교할 총 3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5-1> 제안모형
- 55 -

(3) 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나의 모형만을 검증하고, 이를 기각 혹
은 채택하는 방식인 확인적 전략을 사용하여 검증하기 보다는 제안 모형과
함께 몇 가지 경쟁 모형을 제시한 후 그 가운데 가장 간결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는 경쟁모형전략을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할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제안모형으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부하의 인상관리를
거쳐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고, 경쟁모형
으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없이 상
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인상관리가 정서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 1로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반드시 부하의 인상관리를 거치지 않고도 정서적 소
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 2로 설정하
였으며, 이 중 어떠한 모형이 가장 간결하면서 적합한 모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하였다.
경쟁모형 1에 해당하는 비매개 모형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부하의 인
상관리를 거치지 않고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인상관리가 정서적 소
진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만을 갖는 모형을 의미한다.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간접적인 영향이 없고 단순히 직접적인 영향만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 1로 설정
하였다. 경쟁모형 2에 해당하는 부분매개 모형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부
하의 인상관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지
게 될 수 있다는 직접 효과와 부하의 인상관리를 통해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형이다. 이러한 부분매개 모형을
추가하는 이유는 제안 모형에서 제시한 완전 매개의 형태에서 상사의 인상관
리가 갖는 직접 효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연
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한 제안모형에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서 정서
적 소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 2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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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해당 경쟁모형 1과 경쟁모형 2는 <그림 5-2>와 <그림 5-3>에 제
시하였다.

<그림 5-2> 경쟁모형 1(비매개)

<그림 5-3> 경쟁모형 2(부분매개)

본 연구자는 앞서 제시한 제안모형, 경쟁모형 1, 경쟁모형 2 중에서 더 간
결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모형을 최종 모형을 채택 기준으
로 언급하였다. 여기서 간결성이란 박광배(2000)의 “간결성의 원리(principle
of pasimony)"에 따라 적합도 지수의 우위성 비교와  의 차이 검증을 토대
로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두 경쟁 모형 1, 2간의  값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두 모형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해야 하며, 유의하다면 설명력이 더 큰 모형에 해당하는 자유도가
더 작은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박광배, 2000). 적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GFI,
TLI, CFI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판단되고, RMSEA의 경우 .1
이하, RMR의 경우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된다(우종필, 2012).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비교한 제안모형, 경쟁모형 1, 2의 적합도 기
준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 방식을 적용하였고, AMOS 21.0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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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12>에 제시하였다.
<표 5-12> 경쟁모형 분석

GFI

제안모형 487.524*** 205 .892
(완전매개)
인상 경쟁모형1 472.945*** 206 .896
관리 (비미개)
경쟁모형2 462.037*** 204 .902
(부분매개)


TLI

.929
.933
.935

CFI

RMR RMSEA

.937
.941
.943

.093
.081
.063

.064
.062
.062

**<.01, ***<.001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따른 부하
의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가 부하의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매개형태를 확인하
기 위해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안모형에서 GFI=.892, TLI=.929,
CFI=.937, RMR=.093, RMSEA=.004, 경쟁모형 1의 GFI=.896, TLI=.933,
CFI=.941, RMR=.081, RMSEA=.062를 나타내었고, 부분매개 모형에 해당하는
경쟁모형 2의 경우 GFI=.902, TLI=.935, CFI=.943, RMR=.063, RMSEA=.062
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특히 GFI의 경우 경쟁모형 2를 제외하고는 모두 .9 이하의 값이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부하의 인상관리를 통해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비인격적 감독이 정서적 소진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매개 모형에 우수한 적합도를 지닌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제안모형과 경쟁모형 2(부분매개모형)를 비교해 보면, 모든 적
합도 지수에서 제안모형보다 경쟁모형 2에서 더 우수한 것을 확인되었다. 또
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고, 제안모형과 경쟁모형 2의  차이 값은 ∆ =
25.487( =1)로 나타났다. 앞서 두 모형 간의 차이 검증이 유의미할 때는 자
유도가 더 작은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언급했으며,  차이 검증
결과 그 값이 유의미했기 때문에 경쟁모형 2가 제안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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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더 부합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경쟁모형 2를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경
로계수의 유의미성을 아래 <표 5-13>에 제시하여 각 가설의 채택 여부에 대
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표 5-13> 최종 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가설
가설 1
가설 2

경로
비인격적 감독→인상관리
인상관리→정서적 소진

경로계수
t-value
.156****
2.742
.150
2.663

결과
채택
채택

**<.01, ***<.001

이를 살펴보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인상관리 간의 관계의 경로계수는
.156으로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부하의 인상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
다. 부하의 인상관리와 정서적 소진 간 관계의 경로계수는 .150으로 p<.01 수
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부하의 인상관리가 정서적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적합도 지수와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채택된 결과
를 아래 <그림 5-4>에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5-4> 채택모형(경쟁모형 2)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인상관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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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상관리가 2개
의 차원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간청, 비위 맞추기를 각각 구분하여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비위맞추기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적합도
가 낮았지만 간청의 경우 비인격적 감독 간의 관계에서 경로계수가 .166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간청과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도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 연구 결과와
논의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3.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인상관리 간의 관계에서 부
하가 지니고 있는 내적 통제소재의 조절효과를 가정하였다. 조절변인
(moderator)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의 방향, 그리고 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에 해당하며 성별, 인종 등과 같은 질적 특성을 지닌
변인도 될 수 있으며 임금 수준과 같은 양적 변인도 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만약 제 3의 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의 방향, 강
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상사의 비인
격적 감독이 부하의 인상관리간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소재가 미치는 조절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특정변인이 조절변인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변인과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3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단계에서 상관 분
석을 통해 관련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하여 통제한 뒤, 2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한다. 이후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
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회귀식에 투입하게 되는데, 3단계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식에서 전체 회귀식의 증분설명량(∆ )이 유의함
과 동시에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결과를 볼 때 2단계와 3단계 모두 유의한 경우와 2단계는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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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3단계가 유의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3단계에서만 유의
한 경우 조절 효과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모두 추가적으로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게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대비코딩을 실시하여 회귀식에 포함시켰고, 종속변인을 제외한 독립변인과 조
절변인은 평균 중심화과정을 거친 뒤 분석하였다.
(1) 내적 통제소재의 조절효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부하의 인상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내적
통제소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SPSS 22.0을 사용
하여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효과 검증
3단계에 따라 1단계에서 상관 분석을 통해 관련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고용 형태, 혼인여부, 근속기간, 직종)을 투입하여 통
제하였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비인격적 감독)과 조절변인(내적 통제소재)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비인격적 감독
× 내적 통제소재)을 투입하여 종속변인(인상관리)을 예측하는 회귀식에 투입
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비인격적 감독과 내적 통제소재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변화량(∆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내적
통제소재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인상관리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통제소재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1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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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내적 통제소재의 조절효과

단계
1
2
3

변인

통제변인
(직종, 연령, 성별, 고용 형태, 근속 2.702
기간, 혼인 여부)
비인격적 감독
.073
내적 통제소재
.099
비인격적 감독
.094
내적 통제소재
.091
비인격적 감독 × 내적 통제소재 -.156



인상관리



∆ 

.023
.105
0.86
.136
.078
-.125

.039

.015

.054

.014*

             

내적 통제소재의 상호작용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ken,
West와 Reno(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내적 통제소재의 값을 평균 ± 표
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비인격적 감독과 내적 통제수준의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에 따른 부하의 인상관리의 수준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5-5>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직 부하의
인상관리 수준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내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다시 말해 자신이 현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
수록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부하의 인상관리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적 통제소재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
독과 부하의 인상관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행위와 부하의 인상관리의 관계에
서 부하의 내적 통제소재 수준이 높을수록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인상관리 간의 부적 관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PROCESS를 통한 추가적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결과 내적 통제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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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값들에서 모두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부하의 인상관리에 미치는 관계
를 나타낸 단순회귀선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내적 통제소재가 상사
의 비인격적 감독과 상호작용하여 부하의 인상관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조직
부하의 인상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5> 내적 통제소재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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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CESS를 이용한 추가 분석
앞서 연구 방법 및 결과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였던 가설들에 대한 검증
을 마쳤으며,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Hayes(2013)가 제안한 조절 및 매개 검
증 방식에 따라 SPSS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체 모형에 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조금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해당 방식은 매개 및 조절 변
인들을 포함하여 도출될 수 있는 여러 대안 모형들 중 연구자의 연구 가설
및 목적에 맞는 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
구의 모형은 Hayes(2013)가 제시한 예시 모형들 중 Model 8에 해당되며 이
에 기반을 두고 전체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5-6>, <그림 5-7>에
Model 8의 개념적 도식(conceptual diagram)과 통계적 도식(statistical
diagram)을 제시하였고, <표 5-15>에 PROCESS를 통한 모형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5-6> Model 8의 개념적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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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Model 8의 통계적 도식

<표 5-15> PROCESS를 이용한 추가 분석 결과

Model 1

상수항
비인격적 감독
내적 통제소재
비인격적 감독×내적 통제소재(W)
Model 2
상수항
인상관리
비인격적 감독
내적 통제소재
비인격적 감독×내적 통제소재(W)

계수
2.601
.090
.101
-.161
계수
2.845
.146
.224
-.28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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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인상관리
SE


***
.033 79.761
.039
2.313* .0317*
.064
1.596
.070
-2.303*
종속변인: 정서적 소진
SE


.865 16.161***
.067
2.217*
.327
4.778*** .1441***
.224 -3.737***
.085
1.252




<표 5-15>에 나온 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Model 1은 독립변인에 해당하
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매개 변인에 해당하는 부하의 인상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내적 통제소재의 조절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비인
격적 감독은 인상관리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 이를 통해 가설 1이 지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인격적 감독과 내적통제소재의 상호작용향의 효과(W) 역시 유의한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를 통해 가설 4 역시 지
지되었다. 다음 Model 2의 결과를 보면 부하의 인상관리가 정서적 소진에 영
향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를 통해 가설 2가 지지되
었다. 추가적으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 이를 통해 해당
모형이 부분 매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비인격적 감독과
내적 통제소재 간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적 통제소재
의 조절효과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부하의 상사
를 향한 인상관리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
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 검증에 있어 Sobel의 방법은 간접효과의 표집분포
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신뢰구간을 구하면 평균을 중심으로 상한
까지의 거리와 하한까지의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 반면, 비모수적인 부트스
트래핑에 의해 구해진 신뢰구간은 추정치들의 평균을 중심으로 상한까지의
거리가 하한까지의 거리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차이점을 지닌다(김수영,
2016). 다시 말해 표집분포의 정규분포 가정이 두 방법의 차이라고 볼 수 있
으며, 만약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두 방법으로 구한 간접효과 역시 차
이가 없지만 표본의 수가 적은 경우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간접효과의 하한
및 상한 값이 -.063에서 -.002로 나타났으며 해당 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부하의 인상관리가 가지는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가설 3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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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3가지에 해당한다. 첫째,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행위가 부하의 인상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부
하의 인상관리가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부
하의 인상관리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하의 인상관리와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
에서 부하의 내적 통제소재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실증적인 함의
를 찾고자 하였다. 6장에서는 앞서 검증 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요약 및 해석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앞서 설정한 가설들과 가설 검증결과를 <표 6-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6-1> 가설검증 결과

번호
가설
비인격적 감독 행위는 부하의 상사를 향한 인상
가설 1. 상사의
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는 정서적 소진에 정적인
가설 2. 부하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가설 3. 부하의
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비인격적 감독행위와 부하의 인상관리의 관계에
가설 4. 상사의
서 부하의 내적 통제소재는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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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채택
채택
채택
채택

내적 통제소재 수준이 높을수록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과 부하의 인상관리 간의 부적 관계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자세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이
에 따른 부하의 인상관리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냈다. 다시 말해, 상사로부터
비인격적 감독 행위를 받은 부하들은 상사를 향한 자신의 실제 감정이 아닌
인상관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상관리의
차원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간청의 경우 비인격적 감독과의 정적인 관계가 연
구 가설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 째, 상사를 향한 부하의 인상관리가 부하 자신의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하의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
는 조직에서의 부하들의 정서적 소진을 더 이끎을 의미하며, 자신의 실제 감
정과 일치하지 않은 행동은 개인으로 하여금 지치거나 긴장상태와 같은 부적
정서 상태를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상관리의 차원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간청의 경우 비인격적 감독과의 정적인 관계가 연구 가
설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셋 째, 부하의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부하의 지각이 부하로 하여금 상사가 자신에게 갖는 이미지를 조절하기
위한 인상관리를 하게 만들며, 이러한 현재 자아와 인상관리 간의 불일치는
부하로 하여금 정서적 소진을 이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가
설 3은 지지되었다.
넷 째,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행위와 부하의 인상관리의 관계에서 부하의 내
적 통제소재는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다. 즉, 부하의 내적 통제소재 수준
이 높을수록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인상관리 간의 부적 관계 강하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내적 통제소재자가 외적 통제소재자 보다
더 강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조절효과가 있
다는 연구(Spector, 1982)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내적 통제소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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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높은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험을 덜 느끼기 때문에 지나친 반응
을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Quick & Quick, 1984), 내적 통제소재 성향이 높은
개인은 역할갈등을 적게 느끼고 그들의 직무에 보다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된
다(Mitchell, Smyser & Weed, 1975). 그렇기에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개선하기
보단 회피성의 성격이 짙은 인상관리 행동이 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추가적으로 인상관리의 각 차원을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었다. 그 결과, 인상관리의 차원 중 비위 맞추기의 경우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해서 리더-부하 간 교환
관계와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을 연관 지어 생
각해볼 수 있다. 부하가 속한 집단의 직속 상사는 집단 내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리더-부하 간 교환관계의 형
성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갖게 된다(Colquitt et al., 2001). 직속 상사
로부터 공정하고 존중감있는 처우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종업원들은 자신과
직속 상사와의 교환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하고, 동시에 상사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거나 보답하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하게 된다(이경근, 2012). 이와는 다
르게 상사로부터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종업원들은 상
사로부터 자신이 몰가치적인 존재라는 느낌과 동시에 자신과 상사와의 관계
를 거래적 또는 도구적 교환관계 이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게 된다(Masterson et al., 2000). 앞서 언급하였듯이 비위 맞추기는 ‘특정인
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비합리적으로 설
계된 행위’에 해당하며(Jones, 1964)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으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Ralston, 1985; Wortman & Linsenmeier, 1977)는 점을 보았을
때, 부하는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 호의적으로 반응하거나 보답하고자 하는 비
위맞추기는 오히려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비위 맞추기의 경우 정서적 소진에 있어 정적인 영향이 나
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하의 인상관리와 같은 대처 방식이 상사나 동
료들의 귀인방식에 영향을 끼쳐 향후 자신이 받게 될 평가에 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더욱 그럴 만하다(김하연, 강대석, 원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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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예를 들면, 정치적 스킬과 같은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ies)이 스
트레스를 약화시키고(Harvey et al., 2007) 동시에 성과평가까지도 유리하게
이끈다는 것을 들 수 있다(Harris et al., 2007). 추가적으로 비위 맞추기는 상
사의 호감을 얻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하의 경우 역할 수행 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케 함으로써 부하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
다(Thomas & Lankau, 2009; Harris & Kacmar, 2006). 이러한 점에서 인상
관리의 하위 차원 중 하나인 비위 맞추기의 경우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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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해당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동이라는 선행 변수에 대한 부하
의 정서적 소진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인상관리를 통해 매개된다는 점을 처음
으로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연구들 중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적 정서 간의 관계에서 부하의 정서노동이 매개된
다는 연구는 존재하였지만 부하가 하는 정서 노동을 내면 행동과 표면 행동
으로 보았다는 점은 본 연구와의 차이를 갖는다. 또한 그 동안 상사의 비인격
적 감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결과 및 그 효과를
조절하는 변인들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 반면, 주효과를 확인함에 있어 매개적
인 효과를 나타내는 변인을 알아보려는 연구는 매우 적었다.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부하 직원의 표면적 대응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본 연구는 국
내외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따른 부하
의 표면적 행동 및 부정적 내면 상태의 구조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 째,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부정적 파급력을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다루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비인격적 감독이 같은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다루
어 왔지만 정서 노동과 같이 구체적이기 보다는 포괄적인 성격의 개념을 사
용하여 검증해왔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인격적 감독 행위를 받은
종업원의 정서에 대해 집중했기에 이러한 내적 상태가 나타나는 원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인상관리의 하위 차원 중
상사 중심 차원에 해당하는 비위 맞추기와 간청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상사
의 비인격적 감독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그 관계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 비해 좀 더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셋 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인상관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졌던 인상관리를 행하는 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지난 인상관리의 연구들 중 대부분은 인상관리가 타인들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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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긍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킴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정체성을 확립 및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러한 점들은 인상관리를 행하는 주체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들을 감소시키
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킨다(Leary & Kowalski, 1990)는 결론으로 쉽게
귀결되었다. 그렇기에 인상관리를 하는 당사자가 느낄 수 있는 부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부하의 인상관리의 선행요인으로써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인상관리를 하는 부하의 부적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 째,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인상관리의 관계에서
개인특성요인으로써 내적 통제소재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기
존의 통제소재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개인이 지닌 내적 통제소재와 외적
통제소재 성향에 따라 개인의 행동, 인지적 반응, 사고 등이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정혜연, 2008),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가정, 문화 그리
고 보상을 이끈 과거로부터 외적, 내적 통제소재의 성향이 달리 나타난다(정
재일, 2014). 특히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비인격적 감독과 같은 부적인 사건
의 경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서 기존의 위험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함에 있어 내적 통
제소재는 위험 지각 정도를 낮추고 오히려 인상관리 행동의 수준이 상대적으
로 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부적인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상관리가 정서적 소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가지며,
개인의 내적 통제소재는 이러한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검증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어서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직장에서의 무례한 언동과 같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는 해당
감독 행위를 받는 부하들로 하여금 다양한 태도 및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사들에 언
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 상사가 비인격적인 감
독 행위를 하더라도 부하가 인내하는 것이 쉽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인
내가 지속된다는 것은 부하로 하여금 낮은 자신감과 비굴함을 느끼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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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과업 수행을 넘어서 심리적 안녕에 까지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dersson & Pearson, 1999; Pearson & Porath, 2005). 특히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종업원이 자신의 상사가 보이는 비인격적 감독 행위를 고발하는 것과
같은 현상은 상사의 무례한 언행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고발은 순간적으로 상사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
았을 때 직속 상사, 조직을 포함한 부하 개인의 안녕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상사는 솔선수범하여 조직규범을 잘 지키고 예의와 존중을 실천함으
로써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해야 함과 동시에 공과 사를 구분하는 풍
토를 조성할 목적으로 생활 예절에 관한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전 조직 구성
원에게 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업원이 상사를 향해서 행하는 인상관리는 한국 사회에서 당연시 되
어오던 조직 문화의 하나였고 인상관리의 목적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
하는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부하에 대한 상사의 높은
평정 등과의 관련성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대부분 조직 구조의 경우
직장 내 위계가 확실히 구분되며,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들은
자신의 상사에 대한 불만 등을 숨기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자신의 단점을
감추는 것에 급급한 방어적인 인상관리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인상관리는 종업원의 최종적인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종업원
으로 하여금 부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조직이 필요한 인재는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이다. 그렇기에 종업원이 상사에 대한 인상관리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바람직한 조직 분위기를 형
성시킬 수 있는 종업원 자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 대부분은 자신의 과업 수행을 하면서 자
신이 지닌 통제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통제감이
단순히 상태라고 보기 보단 특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런 이유에서 실제로 개인이 자신의 통제감을 자각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이 사회 여러 분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종업원의 자기
통제감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과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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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차원에서 종업원 관리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종업원 차원으로 보
면 조직 내 경험을 포함한 가정과 같은 사생활에 대한 통제감을 증진시켜 부
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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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방향
첫 째,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측정치들은 단일 시점에서 얻는 횡단연
구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므로, 장시간에 걸쳐 표본의 변화를 알아보는 종단연
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지닌
다. 따라서 추후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 째, 표본의 구성에서 살펴보았을 때 대졸이 62.0%, 관리/사무직이
86.5%, 그리고 정규직이 90.4% 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을 모든 직
무 및 고용형태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력, 직무, 고용형태 등의 균등한 배분을 고려하
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 째,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부하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력으로 인해 인상관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인상관리 중 직무
중심 인상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자기 표현, 모범, 상사 중심 인상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위협을 이론적 근거를 들어 살피지 않았다. 또한 인상관리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적인 부분 또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행위는 부하로 하여금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이경근, 2012)가 존재한다는 점은 부하로 하여금 행동의 범위가 본
연구자가 지정한 범위보다 넓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그렇기에 상사가 보일
수 있는 비인격적 감독 행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하의 행동적인 측면에
대한 앞으로의 탐구가 더욱 요구된다.
넷 째, 본 연구에서는 인상관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긍정적인 특성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부하의 인상관리에서 정서적 소진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하가 상사
에게 보이는 인상관리가 정서적 소진이라는 부적인 내적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인상관리의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은 조직원과 동시에 조직의 안녕에 있어 중요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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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추후 연구에서 부하의 인상관리와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조직 내 사회적 맥락요인, 조직 특성요인을 비롯하여 개
인 특성요인을 등 다양한 조절변인들을 탐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상관리의 두 가지 차원인 간청과 비위 맞
추기 행위는 모두 상사를 향한 인상관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인격적 감독
행위에 있어 두 차원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메커니즘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기에 해당 범주에 대한 세부적인 구
분이 가능하다면 인상관리 행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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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upervisor’s abusive supervision and
emotional exhaus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impression manage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Sung Yoon, Lee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upervisor’s
abusive supervision on coworker’s emotional exhaust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coworker’s impression management to supervisor.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role of coworker’s internal locus of 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s

abusive

supervision

and

coworker’s impression management.
The results from 334 participants provided evidence that (a) supervisor’s
abusive

supervis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coworker’s

impression

management, (b) coworker’s impression manage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coworker’s

management

emotional

partially

exhaustion,

mediated

the

(c)

coworker’s

relationship

between

impression
supervisor’s

abusive supervision and coworker’s emotional exhaustion (d) coworker’s
internal locus of control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s
abusive supervision and coworker’s impression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limitations and future
study directions were discussed in general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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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직장 생활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직 내 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되며 개인 정보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귀하의 익명성은 절
대적으로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어
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과 관련한 문의나 제언은 아래 연구자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
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 이 승 윤 드림
지도교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 동 건 교수
연락처: lsylsy@korea.ac.kr

▣설문 응답 요령
o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한 문항에 대하여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난 후의 순간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그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귀하의 실제 생
각과 행동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로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문항일지라도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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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하의 직속상사와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평소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아래
에 기술된 내용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솔직하게 응
답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그렇지 않다

번호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 항

1

상사는 내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하곤 한다.

2

상사는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때가 있다.

3

상사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다.

4

상사는 과거 내 실수와 잘못을 들추어 말할 때가 있다.

5
6

상사는 내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일에 대해 내 업적으로 돌리지 않는 경우
가 종종 있다.
상사는 다른 이유 때문에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화풀이 할 때가
있다.

7

상사는 자신이 난처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나를 탓할 때가 있다.

8

상사는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다.

2. 다음은 귀하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 행동과 관련된 문항들 입니다.
평소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아래 문항에 기술된 내용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은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아니다
번호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 항

1

나는 상사나 동료들의 수고를 자주 칭찬해서 그들이 나를 좋은 사람
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2

나는 상사나 동료들을 칭찬하여 그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도록 만든다.

3

나는 상사나 동료의 사적인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 그들에게 내가 친근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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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상사나 동료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그들에게 내가 친근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5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척하여 상사나 동료들이 나를 돕게 한다.

6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여 상사나 동료들이 나를 돕게 한다.

7

나는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여 상사나 동료들이 나를 돕게 한다.

8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척하여 하고 싶지 않은 업무 할당을 피한다.

9

나는 상사나 동료들에게 나의 곤경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동정과 도움을 얻
으려고 노력한다.

3.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평소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아래 문항에 기술된 내용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솔
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아니다
번호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 항

1

내가 앞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가의 문제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

2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3

일단 계획을 세우면 내 의지대로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

4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다는 것은 나의 됨됨이에 달려 있다.

5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6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7

내가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
이다.

8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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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직무에 대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과 관련된 문항들 입니다. 평소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아래 문항에 기술된 내용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번호

⑤ 매우 그렇다

문 항

1

나는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쳐있음을 느낀다.

2

직장 일을 마치고 퇴근 시에 완전히 지쳐있음을 느낀다.

3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함을 느낀다.

4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나를 긴장시킨다.

5

내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지쳐있다.

※ 통계 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개인 정보는 분석 이외의 용도로 절대 유출되지 않
습니다.
성 별

① 남자

②여자

연 령

① 20~24세 ② 25세~28세

학 력

① 고졸이하

직 급

① 사원

②전문대졸

② 대리

③ 과장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혼인여부

①
①
④
⑦
①
④
⑦
①
④

근속 기간
직속 상사와
함께 근무한
기간
직종

③ 30대

③ 대졸

④ 40대

⑤ 50대 이상

④ 대학원 졸

④ 차/부장

⑤기타 (

)

미혼 ② 기혼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⑤ 3년 이상~5년 미만 ⑥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⑤ 3년 이상~5년 미만 ⑥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관리/사무직 ② 생산/기술직 ③서비스/영업직
연구/개발직 ⑤ 기타

“귀하의 소중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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