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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The relations between the superiors' leadership type 

and the inferiors' emotional reactions.

Jang Haeng - Boo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Byeong-Sik

  This study was intended to study the relations between the 

superiors' leadership type and the inferiors' emotional reactions. The 

study subject is the employees of public & private enterprises at the 

regions of Jesu, Daegu･Gyeongbuk. 

  Study model was designed to verify 'The superiors' 

revolutionizing leadership's effects on the relations to the superiors 

which the inferiors perceive', 'The superiors' revolutionizing 

leadership's effects on the inferiors' job performance, job behaviors 

& job stress' and 'The superiors' revolutionizing leadership's 

effects on the superiors' power types which the inferiors per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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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data analysis, internal consistency &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to verify reliability & validity of measurement tools and 

bivariate corelation analysis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teps 

were used to verify the hypothesis. As results of analysis, first 

when inspected the superiors' revolutionizing leadership's effects on 

the relations to the superiors, it was shown that the proper model 

offering, intellectual stimulus & vision clarification among the 

revolutionizing leadership have effects on the relations to the 

superiors.  

  If inspected sub variables to measure the relations to the 

superiors, first in the emotional affection with the leaders, it was 

shown that the proper model offering, intellectual stimulus & vision 

clarification have the positive effects on the emotional affection with 

the leaders, and in the loyalty to the leaders' protection, it was 

shown that proper model offering, intellectual stimulus & vision 

clarification have the effects on loyalty to the leaders' protection.  

  Second, if inspected the superiors' revolutionizing leadership's 

effects on the superiors' power types, first in the effects on the 

consideration type, it was shown that high expectation outcome, 

intellectual stimulus & individual supporting and vision clarification 

have the effects on the consideration type to consider the inferiors 

fully among the superiors' power types. 

  If inspected the effects on the structure leading type, it was 

shown that  high expectation outcome, individual supporting & the 

proper model offering have the effects on the structure leading type 

among the superiors' power types. Third, if inspected the superiors' 

revolutionizing leadership's effects on the job performance,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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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that general leadership, accepting & promoting of the group 

aims and individual supporting have the effects. 

  However, it seems difficult to regard its actual effects owing to 

too much low explanation capacity. Fourth, if inspected 

revolutionizing leadership's effects on the job behaviors, it was 

shown that individual supporting, vision clarification & high 

expectation outcome have the effects. Fifth, if inspected  

revolutionizing leadership's effects on the job stress, it was shown 

that high expectation outcome, proper model offering and accepting 

& promoting of the group aims have th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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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의 

  지난 2004년3월 다소늦게 학원에 을 두면서 하나 마음을 다 잡은게 

있었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만학의 

뜻을 둔 마당에 후회없는 땀을 쏟고 싶었던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보니 배울수록 더 

모 르 는게  많 아짐 에 때 로 허 탈 해 지기 도 합 니 다 . 그럼 에도 길 지않 은 

시 간, 이길에 천착할 수 있었다는데 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늦은 

공부로 많이 힘들고 외로웠던 과정이었지만 느끼고 얻은 것이 많은,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실을 맺기까지에는 미욱한 에게 주변의 도움이 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말 을 올립니다.

  본 논문의 완성되기까지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지도교수 송병식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본 논문을 심사해 주시고 지 까지 보다 깊은 배움

의 길로 인도해 주신 강 순 교수님과 김희철 교수님 그리고 많은 조언

과 격려를 해주신 경 학원 교수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본 연구를 한 설문조사에 기꺼이 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에서 용기를  여러 선배님과 학원 

원우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합니다.

  끝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하늘에 계신 

부모님, 장인 장모님과 늘 곁에서 항상 격려와 용기를 주고 믿어  사랑

하는 아내 강복자, 귀여운 딸 윤 , 든든한 아들 지호, 그리고 형님, 동생,  

처가  모든 가족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부족하나마 이러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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