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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개인 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의 목

표달성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협동심을 최대한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

였다. 이에 진성리더십이 조직 동일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EVL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

한 진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EVLN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검증코

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3가지 연

구문제를 설정하여 리더의 긍정적 행동이 조직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력 방

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K공사 직원 총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

집된 설문조사는 기술통계 분석,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

석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검증 결과, 첫째, 진성리더십이 조직동일시(자아일치)에 미치는 영

향력은 3.5%로 나타났으며, 투명성, 내재화된 도덕관점, 균형 잡힌 정보

처리, 자아인식은 0.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진성리더십과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15.4%로 나타났으며, 투명성, 내재화된 도덕관점, 균형

잡힌 정보처리, 자아인식은 0.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진성리더십과 조직동일시 간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미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둘째, 진성리더십이 EVLN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Exit(이직)의 경우 투명성, 내재화된 도덕관점, 균형 잡힌 정보처리, 자아

인식은 부(-)의 영향을, Voice(발언)의 경우 투명성, 내재화된 도덕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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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정보처리, 자아인식은 정(+)의 영향을, Loyalty(충성)의 경우

투명성, 내재화된 도덕관점, 균형 잡힌 정보처리, 자아인식은 정(+)의 영

향을, Neglect(태만)의 경우 투명성, 내재화된 도덕관점, 균형 잡힌 정보

처리, 자아인식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리더십에 관한 연구과 유사하였으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

면 보다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조직 동일시는 진성리더십과 EVLN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진성리더십과 조직동일시(자아일치)가 EVL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개변수(조직동일시:자아일치)가 진성리더

십보다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진성리더십이 종속변수에 부분매개를 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성리더십과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가

EVL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개변수(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

가 진성리더십보다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진성리더십이 종속변수에 영

향을 주고 있지 않으므로 완전매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정성을 가진 리더는 자신을 어떤 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가식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부하는 진성 리더를 원하며 그 속에서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의무감과 충성심이 커지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주요어 : 조직 동일시, 진성리더십, EVLN, 조직구성원, 리더

학 번 : 2014-2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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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금까지 리더십 이론들은 리더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행

동이론, LMX(Graen, Novak, & Sommerkamp, 1982), 변혁적 리더십

(Burns, 1978), 카리스마 리더십(Conger & Kanungo, 1987), 섬김의 리더

십(Greenleaf, 1991)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

다. 조직 리더십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계속적인 진화를 가져오고 있으

며,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리더십은 단순히 한 개인의 특

성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Avolio(2007)와 Yukl(2006)는 리더와

조직구성원간에 쌍방적, 공유적, 관계적, 전략적인 복잡한 사회적 역동성

으로서 다양한 모델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리더

의 의사결정, 조직원 관계, 업무추진력 등의 신념, 가치, 생각에 대해 다

양한 부분이 조직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Luthans &

Avolio, 2003).

리더의 생각은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부하직원에게 투영된다는

점은 리더십이 발휘되는 전 과정에 걸쳐서 리더 행동의 역량과 고도로

발전된 조직적 맥락을 기반으로 리더와 동료들의 자기인식 및 자기규제

행위를 발생시켜 긍정적인 자기 발전을 강화하는 과정이며(Luthans &

Avolio, 2003), 리더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고 자신의 내면 감정,

생각, 가치관에 일치하도록 행동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자아

성취, 더 나아가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 하였다(Gardner et al.,

2005).

Gardner et al(2005)은 리더들의 경우 보다 명확하고 규정되어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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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타 요인과 비교하려는 자기검증 수준이 높아 자신의 신념과 가

치관에 판단하는 경향이 높다. 이에 Walumbwa & Avolio et al(2010)은

리더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구성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하

여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진영협, 2013 재인용).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착한 자본주의로의 회귀를 설파하는 자본주의

4.0(Kaletsky, 2010)은 물론 플랫폼과 공존의 생태계를 강조하는 자본주

의 5.0(이민화 등, 2012)의 개념이 강조하는바 역시 상생과 공존을 회복

하기 위한 기업과 리더의 진정성이다(정예지, 2012). 2001년 미국의 엔론

(Enron)과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on)사의 회계 부정사건은 윤리경

영에 대해 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도 진성리더십

(authentic leadership)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진정성은 조직 내 긍정

적 정서를 가져오게 되고, 조직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유도한다. 이러한

리더의 모습과 행동은 기존의 리더십 연구에서의 사후해결방식의 이론연

구와는 다른 시각이다(Lurhans & Avolio, 2003).

하지만 국내에서는 진성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며 특히, 실증적

으로 진성리더십이 부하들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

혀진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최우재․조윤형, 2013). 진성리더십과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들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첫째, 진성리더십의 개념, 하위 구성요인 구명, 진성리더십 개

발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 진성리더십과 효과 요인들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셋째, 진성리더십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효과 요인들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처럼 진성리더십이 진성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확고한 자기인식과

핵심가치, 신념을 가지고 조직을 바라보며 외부의 압력이 아닌 진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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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도덕성, 타인에 대한 편견 없는 투명성,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균형적인 처리를 통한 긍정적인 리더로서의 모델링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Shamir & Eilam, 2005).

특히,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개인적 이

상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그 존재의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조직동일시

의 강화는 조직구성원 간의 협동적 행위를 조성하며, 조직을 지원하려는

노력행위로 이어져 조직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하게 되며, 개인 간의

유기적 관계는 협동심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조직 내

의 상하 계급적 구조 하에서 하위자에게 Exit, Voice, Loyalty, Neglect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직 내 리더의 역할은 조직

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진성리더십과 결과 변수

Exit, Voice, Loyalty, Neglect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동일시(자아일치, 조

직 목표 일치)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맥락에 따라 진성리더십이 조직동일시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EVL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진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EVLN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검증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리더의

긍정적 행동이 조직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력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진성리더십과 조직동일시(자아일치, 조직목표일치)에 어떤 관계

를 갖는지에 대한 조사이다.

둘째, 진성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EVLN에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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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변화된 조직구성원의 조직동일시(자아일치, 조직목표일치)가 조

직구성원의 EVLN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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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K공사에 재직하는 직원

총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자기보고식으로 구성하고, 설문 척도는 응답자의 지각된 인식

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각 구성개념에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제

시된 정의를 토대로 기존에 개발된 신뢰도가 높은 척도들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분석수준에서 개인차원의 접근방법으로서 부하가 지각한 상

사의 행동에 의해 형성되는 부하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중심으로 한 횡단

연구로 구성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방법은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한계점을 인식하고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바탕으로 개인의 지각된 심리상태와 행동은 외

부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함이 타당함하다고 본 연구

자는 인식하였으며, 이에 동일방법편의 자기보고식방법이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pector(1994)와 Conway(2002) 등의 많은 연구자

들이 지각과 행동 간의 관계를 측정할 때에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방법

으로 자기보고식방법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자기보고

식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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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체계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의

방법과 연구의 구성체계를 설명하였다.

제 2장은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으로 진성리더십의 개념 및

구성요소, EVLN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변수를 검토하고, 조직동일

시 개념과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 3장은 연구 설계와 방법에 대한 논의로 연구의 모형과 가설의 설

정, 변수의 정의와 선정,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표본 구성과

자료수집방법, 자료 분석방법을 논의한다.

제 4장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기술적 분석결과와

실증분석결과에 대한 요약으로 제시된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밝히

고 가설의 검증을 통하여 설정된 가설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결론으로 제1절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내용을 요약하며, 제2절에서는 본 연구를 통한 연구의 의의를 이

론적, 실무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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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진성리더십 

1. 진정성

사전적 의미에서 ‘진정성’은 ‘최초로 만들어진, 복제에 대립되는 것으로

서 근원적인, 원래의(original)’, ‘진짜인 척 하는 것이나 상상에 반대되는

실재, 현실, 고유한’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옥스퍼드 사전, 2000).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Maslow(1971)는 진정성을 가진 자아는 자신의 기

본 본성에 명확하게 따르는 자아를 가진 이라 주장한다. 이는 완전하게

진정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건

전한 개인적 선택 및 자아실현이 강한 윤리적 신념(strong ethical

convictions)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긍정심리학자 Harter(2002)

는 자신의 감정과 내적사고가 일치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진실된 자아에

일치되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진정성이라 하였다. 특히, 조직구성원간

의 서로에 대한 비위를 맞추거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

하며, 외부 의존적, 상황 의존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진실한 행동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정환, 박한규,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정성을

Kernis(2003)의 말처럼 스스로에게 진실된 자아를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지에 따라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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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성리더십의 개관

1) 개념

진성리더십의 이론적 토대가 된 긍정심리학과 긍정조직학은 진성리더

십을 발전시키기 중요한 이론학이 되었다(Luthans & Avolio, 2003).

진성리더십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교수이자 미국 의료기기 업체

‘Medtronic'의 전 최고경영자이기도 한 Bill George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

로 진성리더십에 대한 저서의 출간으로 시작되었다. 진성리더십에 대한 개

념은 이후 Luthans와 Avolio(2003)의 초기 정의와 진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구성개념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으며, 미국 네브래스카 링컨 대학 갤럽 리더

십 연구소는 변혁적 리더십과 윤리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와 조직구성

원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의 제시와 개발에 대한 연

구포럼을 개최하였다.

그 후, 2005년 The Leadership Quarterly에서는 진성리더십을 스페셜

이슈로 선정하며 학계 및 전문가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냈다. Luthans와

Avolio(2003)는 진성리더십을 “리더와 조직구성원간의 자기인식 및 자기

규제 행위를 유도시켜, 긍정적인 자기 발전과 조직을 강화하는 과정”이

라고 하였다. 또한 Gardner et al(2005)은 “리더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

(내면 감정, 생각, 가치관)을 알고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

에게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진성리더십은 연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학자들 간의 명확한 정의

가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진성리더십의 정의

도 정립도고 있다(Walumbwa, Avolio, Gardner, Wernsing, & Perterson,

2008). 다만, 국내 리더십 연구자 신구범(2001)은 리더십 연구에서 팔로

워들의 가치관과 규범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서구문화에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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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둔 리더십 개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이론적 한계가 있다고 강

조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진성리더십의 개념

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진성리더십과 기존 리더십 이론의 관계

진성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등의 리더십 이론의 근간

이 될 개념이라 할 수 있다(Avolio et al., 2004). 진성 리더의 특징은 지

시적 성향, 참여적 성향, 권위적 성향이 높을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Avolio, 1999). 하지만 진성리더십은 최근에 등장한 리더십 이론이라는

점에서 진성리더십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

다. 따라서 진성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타 리더십 이론과의 관

계에서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

타 리더십에서 다루어진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들 간의 관계 안에서 진성

리더십과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정영준, 2012).

이에 이하에서는 진성리더십과 타 리더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다음 <표 2-1>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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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진성리더십과 다른 리더십 비교

이론적인 항목
진성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진성 리더십

⦁리더의 자아인식 √ √

⦁관계적인 투명성 √ √ √

⦁도덕적 내면관점 √ √

⦁균형 잡힌 처리 √ √

윤리적 리더십

⦁도덕적인 개인 √ √ √

⦁도덕적인 관리자 √ √ √

변혁적 리더십

⦁이상적인 영향 √ √ √

⦁영감적인 동기부여 √

⦁지적자극 √

⦁개인적인 고려 √ √

의미: :√=유사의미 및 구성요소를 가짐

출처: F. O . Walumbwa, B. J. Avolio, W. L. Garnder, T. S. Wernsing and

S. J. (2008), Authentic leadership: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eory-based measure by Peterson. Journal of Management, 34(1), p.102.

(1) 진성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진성리더십 이론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자아규제, 자아심리, 긍정,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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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본 그리고 긍정적인 조직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 등에 집중한다

(정영준, 2012). 반면 Avolio & Gardner(2005)는 변혁적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낙천적이고, 희망적이며, 개발 지향적이고 높은 도덕적 특성이 진성

리더십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진성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을

포함한 보다 확장된 리더십이론임을 주장한다(Luthans & Avolio, 2003).

Bass(1985)는 이와 같은 컨텍스트에서 리더가 변혁적 리더로 분류되기 위

해서는 리더의 진정성이 요구되지만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이 반드시 변

혁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진성 리더는 조직원을 새로운

리더로 개발하려고 노력하려고 적극적일 수도 있으나 반대의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진성 리더의 경우 변혁적 리더와 달리 깊은 자아인식에서

출발하며, 이슈와 가치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Avolio & Gardner(2005)는 변혁적 리더 역시

깊은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변혁적 리더들은 힘 있고 긍

정적인 비전, 지적으로 자극이 되는 생각,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명확한 목적의식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조직을 변혁시키려

한다는 차이가 있다(진영협, 2013 재인용).

결과적으로 진성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진실성을 긍정적으로 개발시키

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Gardner et al., 2005; Luthans & Avolio, 2003).

(2) 진성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

진성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 간에는 행동론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자기규제측면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가진다(Shamir, B. & G. Eilam,

2005).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에서는 진성 리더십 이론과는 다르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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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자기규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Avolio & Gardner, 2005). 또

한 Avolio & Gardner(1998)는 진성리더는 부하가 리더의 가치관과 도덕

적 관념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구성원의 내적 가치를 형성하는데 도달하

는 반면에, 카리스마 리더는 조직구성원을 종용할 때 수사적인 언어와

리더십, 인상관리를 사용하여 구성원의 자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박서영,

2008 재인용).

(3) 진성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

진성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의 자기 인식과 자아규제의 역할에

관한 명시적 인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진성리더십 이론은 자아인식과 자

아규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임상학적 문헌과 긍정 심리학에 이론적 기반

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Bandura, 1986, 1997, 2000; Seligman &

Csikszentmihayi, 2000; Stajkovis & Luthans, 1998), 서번트 리더십이론

은 몰 이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서번트 리더십 이론은 자기

인식 및 자기 규제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로서 뒷받침하지 못하며 부하의

자기 인식과 자기 규제의 매개 역할에 관한 논의도 생략되어 있다

(Avolio& Gardner, 2005).

(4) 진성리더십과 윤리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은 도덕적인 인간(Moral Person)과 도덕적인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행동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보여주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재강화 그리고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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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성원들에게도 규범적으로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다. 적합한 행동을 하며 모범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역할모델로서 바라

본다. 윤리적 리더십은 리더의 의사결정, 관여하는 행동, 타인에게 영향

을 미치는 방식에 있어 리더가 사회적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초점

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진영협, 2013). 송은주, 김명희(2012)는

윤리적 리더십은 단순이 기업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기업윤리

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시키고, 실력에 입각한 경쟁으로 시장

에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진영협, 2013).

진성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들(Avolio & Gardner, 2005; May, Chan,

Hodges & Avolio, 2003)은 진성리더십이 긍정적인 도덕관을 포함하고 있다

고 했으나, 긍정적 도덕관을 진성리더십에 포함시키는 것이 진성리더십의

의미를 희석시킨다 하였다. 이들은 긍정적 도덕관이 진성리더십의 선행요인

이거나 결과일 뿐이라고 말하며(Cooper, Scandura & Schriesheim, 2005;

Sparrowe, 2005), 리더의 스타일과 가치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

다(Shamir & Eilam, 2005). 하지만 이 주장은 나르시시즘(narcissism), 혹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리더도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Walumbwa et al., 2008). 만약 이들에게도 진정

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재적으로 부도덕한 경우도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진성리더십의 구성 요소

진성리더십의 구성 요소로는 학자들 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일반

적으로 4개의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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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진성리더십의 학자별 구성 요인 종합

첫째, ‘자아인식(self-awareness)’이다. 자아인식은 자신의 목적을 거울

삼아 자신의 내면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이다. 또한 자아인식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는 의미에 관해서도 생각해보는 것을 말한다.

둘째, ‘균형 잡힌 정보처리(balanced processing of information)’이다.

Gardner 등(2005)은 인간이 정보처리, 특히 자신과 관계 되는 정보를 처

리할 때는 본질적으로 흠이 있고 편향되기 마련이라는 사회심리학적 연

구를 바탕으로 편향되지 않은 정보처리(unbiased processing)라는 용어

대신에 균형 잡힌 정보처리(balanced processing of information)라는 용

어를 주장하였다(진영협, 2013 재인용). 또한 편향된 정보처리의 원인이

낮은 자긍심(low self-esteem)이나 확고하지 못한 높은 자긍심(fragile

high self-esteem)에 있다고 보고 확고하게 높은 자긍심(secur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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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보다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Kernis, 2003). 진성리더는 정확하고 균형 잡힌 자기진단

과 사회적 비교를 하려는 자기검증 수준이 높아 자기방어기제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진단에 기초하여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Gardner et al, 2005).

셋째, Kernis(2003)는 ‘관계적 투명성(relational transparency)’이다. 관

계적 투명성은 자신의 진정성을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여주는 행동이

다.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에 대한 공유를 통해 타인과의 진실한 관

계를 구축해 나가는 행동을 말한다. 관계적 투명성은 가까운 인간관계에

서 개방성과 진실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

과 약점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써 선택적인 자기개방과 대비

되는 개념이다(진영협, 2013).

넷째, ‘내재화된 도덕관점(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이다. 내재화

된 도덕관점은 사회적 외부압력에도 내면화된 가치나 윤리적 기준과 일

치되게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동을 말한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창출하고 이것을 내면의 가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완성시키는 행동을

말한다. 내재화된 도덕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

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할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통제력을 갖고

있다.

4. 진성리더십 효과 관련 선행연구

진성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을 포괄할 수 있는 근본적

개념이다(Avolio et al, 2004). 진성리더는 지시적일 수도 있고 참여적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권위적일 수도 있다(Avolio, 1999). 진성리더십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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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스타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주변 사람들

이 보기에는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추종자들이 있어도 조직에서 보

여지는 모습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회의감이 든다면 이것

은 진성리더십에 따라 “가짜” 리더십이다(김가진, 2011).

Avolio와 Gardner(2005)가 진성리더십은 리더십의 긍정적 접근을 위한

“근본토대(root)”라고 주장한 것은 위 관점과 유사하다. 즉 리더는 진성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에 맞는 다른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한 예

로 카리스마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진성리더십과 다른 리더

십 스타일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특정 리더십 스타

일을 한층 더 진실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정동일, 2011). 다

시 말해 리더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리더십이 발휘 되었을 때, 조직구성

원들은 리더의 강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지각하게 된다. 또한 리더의 말

과 행동이 진정으로 표현될 때 조직구성원도 느끼게 되며 리더에 대해

진정한 존경심도 나타나게 된다.

현재 진성리더십에 관련된 연구는 국내와 국외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국외에서는 미국 네브래스카 링컨 대학 갤럽 리더십 연구소(the gallup

leadership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에서 진성리

더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의 진성리더십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실증연구가 부족한 편

이다(최우재․조윤형, 2013).

국내 연구에서는 정예지 외(2012)의 연구가 조직적 효과로 어떤 요인

이 나타나는지 구명한 연구가 있다. 동 연구에서 첫째, 진성리더십은 자

기 인식, 자기 규제를 기반으로 리더 개인, 구성원과 조직의 효과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Price, 2003; Yammarino et al., 2008; Zhu et

al., 2011), 둘째, 진성리더십은 리더 개인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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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구성원의 성과에 영향을 끼친다(Avolio

& Gardner, 2005; Zhu et al., 2011)는 것, 셋째, 리더-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 공유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Gardner et al., 2005)

이는 창의성 및 혁신적 조직 운영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또한, 진성리더십의 핵심 개념인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

리더십’의 경우, 이명신 외(2009)의 연구에서 조직몰입, 이직의도, 조직시

민행동 등의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진성리더십과 관련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

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진성리더십의 개념, 하위 구성요인 구명, 진성리

더십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다. 둘째, 진성리더십과 효과 요인들과의 관계

에 관한 연구이다. 셋째, 진성리더십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결과변수

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 또는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다(최우재·조윤형, 2013).

Avolio 등(2005)은 진성리더십이 사회 및 개인정체성, 희망, 신뢰, 긍정

적 정서, 낙관주의와 같은 중요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부하의 태도(몰입,

직무만족, 의미충만감, 관여)와 행동(직무성과, 여분의 노력, 퇴직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최우재·조윤형,

2013), Eigel과 Kuhnert(2005)는 진실리더십의 핵심 성분인 도덕성과 리

더십의 효과성, 리더의 진실성과 조직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실증

연구를 하였다.

특히 Eigel과 Kuhnert(2005)는 리더의 도덕발달수준(LDL : Leader

Development Level)에 따라 리더의 효과성이 달라짐을 주장하였으며,

경영위원회에서 뽑은 상장 회사의 21명의 최고 경영자(CEO, CFO, COO

등)들의 도덕발달수준을 중간관리자 그룹과 비교해본 결과 고위층 리더

가 중간관리자보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고위층 리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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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도덕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창호․심원술, 2012).

또한, Gardner 등(2011)의 연구에서 문헌 문석을 통해 13개의 실증연

구를 분석한 결과가 있다. 이 연구는 진성리더십에 대한 정의 및 특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진성리더십과 관련된 91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중 13개는 실증연구로서 진성리더십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효과 요인간의 관계 검증 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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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EVLN모형
１. EVLN 모형의 개관

EVLN 모형은 Hirschman(1970)의 초기 EVL 불만족 반응 모형

(response model to dissatisfaction)의 확장에 따른 것으로 그는 이직 또

는 이탈(exit, 이하 이탈), 개선안 제의 발언이나 항의(voice, 이하 발언),

충성(loyalty)은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설홍수·지성구, 2006). 이탈

반응이 너무 높은 경우 발언을 허용하여 개선안 제시나 불만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충성을 증가시키고 그로써 이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이었다.

Hirschman(1970), Farrell (1983), Hagedoorn et al. (1999) 등은 직원의

근무환경에서의 불리한 조건, 불만 등이나 고객, 소비자, 시민 등의 상품,

서비스 품질 불만족에 따른 반응을 EVLN으로 설명한다. 이는 ‘exit(이직

또는 이탈)’, ‘voice(발언 또는 항의)’, ‘loyalty(충성)’, ‘neglect(태만)’의 머

리글자(initial letter)를 조합하여 표기한 것으로, 이직 또는 이탈은 조직

을 떠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아예 다른 회사의 것으로 바꾸는 기존

관계의 단절 행동이다(박흥식, 정주원, 2012). 항의는 불평이나 문제가 있

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한다(박흥식, 정주원,

2012). 충성은 직원, 고객, 소비자나 시민이 조직, 상품, 브랜드, 국가에

대한 자신의 처음의 태도를 그대로 고집, 유지하려는 반응이다(박흥식,

정주원, 2012). Hirschman(1970, 1974)은 초기 불만족 반응 모형의 구성

요소를 exit, voice, loyalty로 제시했다. 직원의 반응을 exit와 voice, 둘

로 나누고 loyalty를 이 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였다(설홍수·지

성구, 2006). EVLN은 Rusbult, Zembrodt and Gunn (1982), Farrell



- 20 -

(1983) 등이 그의 반응 유형에 Neglect를 추가한 것이다. EVLN 반응 연

구는 크게 세 부류로, 조직의 근무환경에 대한 직원의 반응, 고객의 상품

에 대한 선택 행동, 주민의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반응 분석이 있다.

이전의 많은 Naus et al(2007), Leck & Saunders(1992), Rusbult et al(

1988), Withey & Cooper(1989) 등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직원의 조직 내

불리한 근무조건, 불만에 따른 EVLN 반응 연구였다(박흥식, 정주원,

2012). 국내 연구들도 대부분 조직의 구성원의 불만 반응을 다룬 것들이

다(이인석 최선규, 2009; 지성구 설홍수, 2006; 김도영 유병주 송석재,

2003). 반면 Lyons & Lowery (1989)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

민 불만족에 따른 반응 연구이다. 이들은 모두 다양한 예측변수들

(predictor variables)의 각각의 반응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김서용

재인용). 다만 고객의 상품에 대한 EVLN 반응 연구는 시장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의 작용으로 해석한다.

EVLN의 모형 연구는 조직에 대하여 불만족할 때 나타내는 개인의 반

응을 다룬 Hirschman의 연구에 Rusbult(1986) 연구 중 무관심을 추가하

여 EVLN 모형을 완성시켰다(김서용, 20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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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xit, Voice, Loyalty, Neglect 모형

자료: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15,no.1,p.83.

두 가지 차원으로 EVLN을 설명하면 exit이 조직을 떠나는 이직 행동

으로 능동적 반응이라면, voice는 근무 상황에 불만족하지만 이를 건설

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능동적 반응이다. loyalty는 구성원 자신이 이직

이나 적극적 개선 방안을 위해 행동하기 보다는 개선할 때까지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소극적이고 낙관적으로 기다리는 반응이다(서

연용, 2012). 반면 neglect는 조직 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그대

로 둔 채 자신의 업무에 관심을 멀리하는 파괴적 반응이다(박흥식, 정주

원, 2012). Liljegren et al.(2008)의 연구결과는 직원의 반응을 태도와 결

과(outcomes)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 할 수 있는 조직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박흥식, 정주원, 2012). EVLN 연구의 진전은 Detert &

Burris(2007)의 연구와 같이 특정 반응 개념의 세분 노력에서 가장 두드

러진다. Rusbultet al.(1988)은 voice 반응을 문제해결을 위한 주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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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 얼마나 건설적인가를 기준으로 공격적(aggressive) voice와 사

려 깊은(considerate) voice로 구분하고(박흥식, 정주원, 2012),

Hagedoorn et al.(1999)은 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한 직원의 반응을 5가

지로 확장하였다. 그는 loyalty가 충성보다는 인내(patience)에 관한 것이

라는 점을 들어 loyalty를 patience로 바꾸었다. Naus et al.(2007)은 냉소

적 반응(cynicism)을 추가하여 EVLN 연구를 확장하였다. 김서용(2009)

은 공공서비스 불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하면서 ‘세금과 교육’에 불만족할 경우 주민들이 지역을 이탈

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만족과 불

만족 집단으로 분석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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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직동일시
1. 조직동일시의 개념

Dutton & Dukerich(1994)는 조직동일시를 조직구성원 개인 자아정체

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속성으로써 스스로

를 정의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이러한 조직동일시가 개인의 자아를 형

성하는데 있어서 조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유병득,

2009 재인용).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은 자신과 조직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동일시를 지각하고 있고 그가 속한 조직의 장단점, 조직의 성공과 실패

를 공유함으로써 조직과 자신을 공동운명체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을 조직 동일시라고 한다(Miller, Allen, Case, & Johnson, 2000).

조직 동일시란 조직구성원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조직에 대한 의미

부여, 조직과 자신과의 관련성 설정, 조직 효율성의 추구 등 조직 영역

전반에 영향을 주고 개인과 소속된 조직 및 대상과 운명을 함께 하고 성

공 및 실패도 함께 경험하고 관심을 갖는 심리적 연결의 정도이다.

조직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과 조직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공

동운명체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조직 동일시라 한다(이유재,

2004). 이러한 조직 동일시는 구성원간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없어도

형성될 수 있는 인지적, 지각적 개념(Meal& Ashforth, 1992)이며 조직과

개인에게 순기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shforth & Mael(1989)은 조직 동일시를 조직에 대한 소유물 또는 일

체감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으며, Dutton et al.,(1994)은 한 개인이

소속조직에 대하여 지각한 여러 특성들이 개인의 자기 개념과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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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과정으로 보았다.

조직 동일시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조직에 대해 더 만족하

며 낮은 이직의도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일체

감을 느낄수록 조직에 머무르려는 의사를 갖게 되며 실제로 조직 동일시

가 이직의도와 관련되어 있다(Reilly, 1991).

조직 동일시는 Tolman(1943)이 언급한 개념에 따라 사회정체성이론에

의한 조직 동일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의 측면을 고려해야한다

고 생각된다.

첫째, 조직 동일시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조직 동일시를 지각적, 인

지적 구성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며 행동이나 감정은 조직 동일시의 결과

변인으로 해석해야 한다(Mael & Ashforth, 1988).

둘째, 사회 비교 이론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적절한 비교 가능한 타인

과 관련지어 비교하는 것과 같이 조직 동일시도 관계적이고 비교가능한

조직과 관련지어 파악되어야 한다.

셋째, 조직 동일시는 영원히 존재하는 실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조직과의 관계는 지위의 변화, 조직간 비교 등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조직과의 관계의 변화가 조직 동일시의 정도를 변화시킨다

(Dutton, Dukerich & Harquail, 1994).

넷째, 조직 동일시는 기업 조직에만 국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라기보다는 자신이 심리적 실체와 동일시하는 모든 조직이나 집단에 적

용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한아름, 2008).

2. 조직 동일시의 선행변인에 관한 연구

먼저 개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지각된 조직의 속성이 내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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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가 하는 지각과 부합될 때 그 조직에 매력을 느낀다. 개인의 바람직

한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속성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조직에

쉽게 동화되는 것이다. 조직동일시의 개인적 특성 중 재직기간이나 지위

가 조직의 지도자가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규범을 준수하고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중요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인데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조직동일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희경, 2009). 직위

가 높을수록 집단적 동일시를 창출하려는 과정에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는 점과 조직이 성장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특성은 조직문화의 독특성, 조직에 대한 명성 정도, 조직간

경쟁을 느끼는 정도 및 조직 내 알력이나 갈등이 있는 정도로서, 전체로

서의 조직을 바라보는 조직 구성원들의 지각으로 정의될 수 있다(문희

경, 2009).

조지원(1997)이 정리한 조직동일시의 기존 선행변인을 범주화해 보면

조직의 명성, 조직의 독특성, 조직 내 갈등 등을 포함하는 조직의 구조적

특성범주, 수행-성과기대와 조직 내 승진이나 성공에 대한 내부귀인을

포함하는 합리적 보상체계 범주, 조직 내 부서의 기능적인 분화정도, 부

서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부서특성 범주, 상사와의 인간관계, 부하의 장래

에 대한 배려적 리더십, 부하의 업무이해 리더십을 포함하는 리더십범주,

역할갈등, 역할 명료성과 같이 조직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직무특성들과

직무의 중요성, 도전성, 피드백, 직무만족 등을 포함하는 역할 및 직무특

성 범주, 조직 내에서 업무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개인의 조직사회화

경험의 범주들로 나눌 수 있다(유병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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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의 종합적 결론

기존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이나, 조직몰

입, 이직 등에 따른 경영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져 연구되어 왔었다(송대

승, 2014). 특히, van Dick(2007)은 리더의 특성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동

일시를 강화시킨다는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조직동일시 정도가 높

은 리더는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매료되고, 조직 내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조직구성원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도 진성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이 주

목을 받기 시작했다. 진정성은 긍정적 정서를 야기하여 조직 전체로 확

산, 전염되는 과정을 거쳐, 조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본다.

Lurhans & Avolio(2003)는 리더는 외부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행동에 문

제의 원인을 발견하고자 하는 반면, 기존의 리더십은 그 결점을 수정하

는데 더 목적을 두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Lurhans & Avolio, 2003).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성리더는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 구성

원의 직무수행을 돕거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고무시킨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은 진

성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로부터 조직에 대한 만족감과 직무에 대한 동

기유발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홍성화, 2011; 김명수

외, 2012; 전기호 외, 2010)

또한 진성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자아인식’과 ‘관계적인 투명성’의 특성

을 통해 부하들의 행위와 아이디어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부하들이

직무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자기결정력을 인식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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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을 하게 된다. 이때 조직의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하여 조직에

대한 깊은 몰입을 갖게 되는 것이다(송대승, 2014). 이러한 조직 구성원

의 조직동일시는 조직구성원이 그들이 속한 조직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

를 지각하고 조직의 장․단점을 자신의 것으로 귀인시키며, 자신이 조직

과 공동운명임을 느끼는 심리적 지각상태를 갖게 된다. 따라서 진성리더

십에 의한 조직동일시의 강화는 조직구성원 간의 협동적 행위를 조성하

며 조직을 지원하려는 노력행위로 이어져 발언과 충성이 높아지고, 조직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조직동일시의 약화는 조직구

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을 탈퇴할 의사를 갖게 하여 작업능률 저하나 이직

과 태만이 높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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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진성리더십과 관계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진성리더십이 영향을 미치

는 종속변수로는 EVLN으로 구성하였고, 진성리더십이 어떻게 EVLN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직 동일시를 매개변수로 사용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성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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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설정
  이와 같은 이론과 연구모형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1) 진성리더십과 조직 동일시 관계

구성원들에게 조직 동일시가 이루어질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공동운명체로 지각하게 되며, 조직에 대한 정체와 개인자아가 일

치할 때 조직유효성이 높아짐(Beach & Mitchell, 1990)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집단소속감에 대한 인지요소는 자기에 대한 정의가 개인에서 집단

으로 이동하여 어떤 가치의 합일점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또

조직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 및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긍정적인

행동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암시한다. 종합하면 조직구성원의 조직 동일

시는 자신과 조직의 가치가 일치 되도록 하여, 조직과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통해 보다 친조직적,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한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변화는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긍정적 정서를 추구하는 리더의 진정성 있는 행동에 영향을 받아 조직

전체로 확산, 전염되는 과정을 거쳐 조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가능

성이 크다. 리더의 진성리더십의 행동을 자주 목격한 조직구성원은 리더

의 행동에 부합되는 심리상태로 변화로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

로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 강한 동질감과 일체감을 갖는

다는 점이다.

이처럼 특정조직에 대한 동일시가 강할 경우 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특

이하고 핵심적이며 지속적인 속성의 상당부분을 조직의 속성과 통합시키

며 조직의 속성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한다. 즉, 특정 조직 리더에 의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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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된 개인은 다른 집단으로 인한 정체성이 희석되며 조직 동일시가 자

기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은 조직 동일시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진성리더십은 조직 동일시(자아일치, 조직목표일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진성리더십과 EVLN 관계

가설 2. 진성리더십은 EVLN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Farrell(1983)은 이탈 행동들이란 조직 경계선 내부에서 일어나는

(예, 직무 변경)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예, 고용 종료) 행동들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들에 앞서 일어나는 인지 행위들(예, 직무 변경에 대한

생각)을 모두 포함한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들은 각자의

사회적 교환 관계의 가치와 비용을 나름대로 평가한다. 그 비용이 관계

를 형성했을 때 얻는 이득을 초과하면 사람들은 그 관계를 종료할 것이

다. 기대 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들은 목표 달성에 하나의 가치를 부여한

다(Kudisch, Fortunato, & Smith, 2006). 교환 당사자가 상대방의 목표

성취를 방해하면 그 관계의 유지비용은 증가된다. 이와 같이 증가된 비

용은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초과하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 관계를 종료시킨다. 따라서 직원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이 몸

담고 있는 조직의 리더가 자신들의 안녕(well-being)을 해치고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구성원들은 그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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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은 이직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1. 진성리더십은 이직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발언 행동이라 함은 직원이 어떤 상황을 못 본 채 방관하는 대

신에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의미하며(Hirschman, 1970),

이에는 감독관들 및 동료 직원들이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함

께 토의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Rusbult, Zembrodt, & Gunn, 1982).

Rusbult, Farrell, Rogers, & Mainous(1988)는 감독관들 및 동료 직원들

이 함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토의하는 것,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는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언 활동

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발언 행동 가운데 하나인 불평하기(complaining)는

직무 환경에 대한 불만족을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

동료들 및 감독관들과 함께 문제점들을 토의하거나 여러 이야기들을 서

로 나누는 과정(McCarthy, 2008)을 통해, 직원들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충고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Gibbons,

2004; Zhou & George, 2001).

직원들이 어떤 방해를 인식하게 되면 직원들이 그 방해를 하나의 문제

로 해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직원들은 동료

직원들 및 감독관들과 함께 그 방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조직에 있

어서 충고를 주고받는 우정 관계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관계이다

(Gibbons, 2004; Krackhardt, 1990).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무 완수와 관

련된 정보와 지식을 서로 나누며(Ibarra, 1993), 충고를 주고받는 유대감

을 통해 적절한 직무 행동들을 배운다(Zagenczyk, Gibney, Murr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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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08). 동료 직원들은 다정하고 남의 얘기를 기꺼이 들어주는 것

이외에도 불만족스러운 환경을 극복하는 여러 방법들을 기꺼이 알려줄

수도 있다(Zhou & George, 2001). 직원들은 인지된 걸림돌들을 극복하

는 방법들에 대한 충고를 듣기 위해 동료 직원들을 찾을 수도 있다

(Gibbons, 2004). 따라서 조직의 리더십에 따라 직원들은 동료 직원들 및

감독관들과 함께 문제점들을 토의하는 등 발언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은 발언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2. 진성리더십은 발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Farrell(1983) & Hirschman(1970)은 충성심을 침묵 속의 고통으

로 간주한 반면, Vigoda(2001)은 충성심이란 조직이 올바른 일을 할 것

을 믿기에 그 조직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Turnley &

Feldman(1999)은 비판을 받고 있는 조직을 변론하는 것이야 말로 충성

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주장하였다. 가치들이 자세와

행동들에 영향을 준다고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게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Cohen & Keren, 2008; Rusbult et al., 1988) 충성심이란 조직시

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OCB)을 통해 행동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인지 부조화 이론(Festinger, 1957)에 따르면, 직원들은 자신들의 인식

조정 또는 행동 변화를 통해 신념과 행동들 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다. 부정적 대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어떤 조직을 변론하는 것

은 인지 부조화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직원들은 그 조직

에 대한 변론을 중지하거나 조직 방해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을 재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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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직원들이 조직 방해를 인식하면 직원들은 외부인에게 조직을

변론하고 그 문제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가능성이 적어

질 것이다(Ray Gibney, Thomas J. Zagenczyk and Marick F. Masters,

2009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은 충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3. 진성리더십은 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태만은 직무에 대한 노력 및 관심의 저하가 특징적이다(Vigoda,

2001). 회사 업무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사적 업무를 위해 근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태만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Rusbult et al., 1988). 이

런 행동들은 조직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Bennett &

Robinson, 2000; Skarlicki & Folger, 1997; Vardi & Weitz, 2004).

Gouldner(1960)의 부정적 호혜성 규범의 개념화에 따르면,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한 원천에게 그들이 받은 위해를 돌려준다. 따라서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직무를 아예 수행

하지 않음으로써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Bennett &

Robinson, 2000; Skarlicki & Folger, 1997; Vardi & Weitz, 2004).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은 태만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4 진성리더십은 태만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직 동일시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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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동일시의 선행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직의 명성, 조직의 독

특성, 조직 내 갈등 등을 포함하는 조직의 구조적 특성범주, 수행-성과

기대와 조직 내 승진이나 성공에 대한 내부귀인을 포함하는 합리적 보상

체계 범주, 조직 내 부서의 기능적인 분화정도, 부서의 중요성을 포함하

는 부서특성 범주, 상사와의 인간관계, 부하의 장래에 대한 배려적 리더

십, 부하의 업무이해 리더십을 포함하는 리더십범주, 역할갈등, 역할 명

료성과 같이 조직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직무특성들과 직무의 중요성, 도

전성, 피드백, 직무만족 등을 포함하는 역할 및 직무특성 범주, 조직 내

에서 업무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개인의 조직사회화경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Brown, 1969; Hall, Schneider & Nygren, 1970,

Mael, 1988; Mael & Ashforth, 1992).

다음으로 조직 동일시에 영향을 받는 결과변인으로는 자부심과 조직에

계속 재직하고자 하는 욕망, 조직을 위한 노력요인 등을 포함하는 조직

몰입, 조직의 가치와 규범을 자신의 가치로 통합하는 조직내재화, 자발적

인 이적의도,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조직을 위해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Mael & Ashforth,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동일시는 진성리더십과 EVLN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조직 동일시(자아일치, 조직목표일치)는 진성리더십과 EVLN간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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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설계 및 분석방법

1. 변수 조작적 정의

1) 진성리더십

진성리더십의 개념 및 정의에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

이는 있으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 구

성성분을 묶어보면 깊은 자아인식 능력과 높은 자아규제 기준에 의해 표

출되는 진실한 행동들의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Walumbwa

등(2008)은 그동안의 진성리더십에 대해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

가, 분석한 후 진성리더십측정도구(ALQ)를 개발, 실증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alumbwa et al.,(2008)이 개발한 측정도구가 진성리

더십의 본질적인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도 이미 신뢰성

이 검증되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개발한 4개의 하위 요

인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들 요인은 관계의 투명성(Relational

Transparency), 윤리/도덕적 관점(Ethical/Moral), 균형 잡힌 처리

(Balanced Processing), 자아인식(Self Awareness)이다.

2) EVLN

EVLN은 Hirschman(1970)이 제시한 조직에 대한 개인의 불만족 반응

인 이탈, 발언, 충성에 또 다른 불만족 반응으로서 태만을 추가하여

Farrell(1983)과 Rusbult et al.(1986)이 완성한 조직구성원의 불만반응 유

형으로서(Witheyand Cooper, 1989), Farrell(1983)은 EVLN의 각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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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적-파괴적 차원과 적극적-소극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2×2 매트릭스로 사용하여 측정한다.

3) 조직 동일시

본 연구는 Mael & Ashforth(1992)의 연구에 따라 조직 동일시를 조직

몰입의 하위 성분이 아니라 한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서 조직에 관한 종

업원 자기의 애착심과 일치 정도로 정의하고 Mael & Ashforth(199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해서 5항목을 구성하고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 대한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요인분석의 목적은 분석

상의 편의를 위해 본래의 변수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변수 축소의 목적이 있으며, 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들을 추출하

는데 이용된다.

1) 진성리더십 타당성 분석

진성리더십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총 16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

다. Eigen값이 1 이상인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KMO계수는 0.815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Barlett's 구형성검정은

1345.626이고 p<0.000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전체 분산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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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62.715%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된 항목의 특성

에 따라 요인1을 관계적 투명성, 요인2를 내재화된 도덕관점, 요인3을 균

형 잡힌 정보처리, 요인4를 자아인식이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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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구성 성분

관계적

투명성

내재

화된

도덕

관점

균형

잡힌

정보

처리

자아

인식

2 나의 상사는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솔직히 인정한다. .850 .055 -.045 -.149

4 나의상사는말하기어려운진실을이야기할수있는사
람이다.

.817 .042 .172 -.034

1 나의 상사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야
기한다.

.796 .083 .099 -.110

3 나의 상사는 부하들이 솔직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편이다.

.772 .147 .137 .017

5 나의상사는자신이느끼는감정을진솔하게표현하는
편이다.

.693 -.174 .221 .205

7 나의 상사는 중요한 가치와 신조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린다.

-.003 .845 -.148 .125

8 나의 상사는 부하들에게도 스스로의 생각과
가치에 따르도록 강조한다. .036 .822 .179 -.039

6 나의 상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한다. -.092 .805 .185 -.134

9 나의상사는어려운결정의경우윤리적기준에따라
내린다.

.121 .649 .262 .129

10 나의 상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의견들을
많이 말해 주기를 바란다.

.048 .052 .863 -.059

12 나의 상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171 .187 .710 .095

11 나의 상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조사한다.

.321 .285 .588 .255

13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필요한 의견들을 구한다.

.225 .472 .532 .003

15 나의 상사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

.034 .253 .144 .722

14 나의 상사는 자기를 타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스스로 잘 안다.

-.098 .395 .272 .556

16 나의 상사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안다. .352 .317 -.044 .510

고유치(Eigenvalue) 3.311 3.185 2.240 1.298

총표본 분산비율 20.696 19.905 14.001 8.114

KMO 0.815

Bartlett검정 Chi Square=1345.626, df=120

유의확률 0.000

[표 3-1] 진성리더십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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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동일시 타당성 분석

조직동일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총 5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Eigen값이 1 이상인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KMO계수는 0.638로 나

타나 요인분석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Barlett's 구형성검정은

280.174이고 p<0.000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전체 분산에 대한 설명

력은 68.525%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된 항목의 특성

에 따라 요인을 자아일치와 조직 목표 일치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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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구성 성분

자아일치
조직 목표

일치

2. 나는 회사에 대해 말할 때 ‘우리 회사’라는

표현을 쓴다.
.857 .040

3. 나는 회사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833 .045

4. 외부 사람이 회사를 비난하면 나는 개인

적 모욕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
.376 .736

1. 나는 회사 외부사람들로부터 회사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 개인적인 칭찬을 받은 느낌이

든다.

-.237 .725

5. 나는 외부사람이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589 .617

고유치(Eigenvalue) 1.974 1.452

총표본 분산비율 39.477 29.049

KMO 0.638

Bartlett검정 Chi Square=280.174, df=10

유의확률 0.000

[표 3-2] 조직동일시 요인분석 결과

3) EVLN 타당성 분석

EVLN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총 12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추

출모형으로는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회전방법으로는 요인간의 독

립성을 가정하는 직각 회전 방식인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적

재값을 0.5이상으로 지정하고 공통성과 연구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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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Eigen값이 1 이상인 4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다. 요인항목에 사용된 표본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KMO(Kaiser-Meyer-Olkin)계수의 범위는 0에서 1이며 1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하고 최소 0.5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EVLN에 대한 KMO계수는 0.825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Barlett's 구형성검정은 893.566이고 p<0.000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전체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62.080%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된 항목의 특성에 따라 요인1을 이직의도, 요인2를

발언, 요인3을 충성심, 요인4를 업무태만이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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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구성 성분

이직의도 발언 충성심
업무
태만

1. 나는 종종 그만두는 것을 생각한다. 0.776 0.169 0.221 -0.007

3. 나는 진지하게 나의 일자리를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0.757 0.217 0.041 0.072

2. 나는 최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0.676 0.103 0.036 0.009

1. 나는 여기서 하던 일의 방식을 바꾸
기를 원한다.

0.337 0.874 0.159 0.051

2. 나는 몇 번이나 여기서 일하는 조건
이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한 적
이 있다.

0.299 0.757 0.202 -0.096

3. 나는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
료들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한
다.

0.092 0.690 0.313 0.000

2. 나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다.

0.235 0.112 0.775 0.106

3. 회사의 책임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하
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043 0.266 0.759 0.064

1.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
더라도 나는 조직에 대해서 좋게 말한
다.

0.379 0.082 0.730 0.078

3. 나는 나의 일에 노력을 덜 하고 싶다
고 느낀다.

-0.049 -0.002 0.044 0.862

2. 나는 나의 일을 관리하는 것을 그만
두어, 상황이 점점 나빠질 것이다.

0.000 0.066 0.108 0.810

1. 내가 하는 일에 노력을 별로 하지 않
는 날이 가끔 있다.

0.526 0.111 -0.107 0.613

고유치(Eigenvalue) 3.997 3.949 2.923 1.547

총표본 분산비율 19.986 39.733 54.346 62.080

KMO 0.825

Bartlett검정 Chi Square=893.566 df=190

유의확률 0.000

[표 3-3] EVLN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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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성 분석

측정도구에 있어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된 결과치의 일관

성, 안전성, 정확성, 예측 가능성 등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

지 항목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Cra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가 신뢰성을 인정

받기 위해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anbach's α 계수가 0.7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

각 측정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내적 일관성 측정 계수인

Cranbach's α 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 모두 0.7이상으로 나타

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측정개념 문항수
Cronbach's

알파

진성 리더십

관계적 투명성 5 .738

내재화된 도덕관점 4 .807

균형 잡힌 정보처리 4 .733

자아인식 3 .854

조직 동일시
자아일치 2 .783

조직 목표 일치 3 .745

EVLN

이직 3 .898

발언 3 .828

충성심 3 .875

업무 태만 3 .782

[표 3-4] 신뢰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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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

(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8.0 통계패키지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

다.

첫째, 설문응답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

적인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들에 대한 타당도분석을 위하여 SPSS에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적재량를 구하고 선택속성을 분류하였다.

셋째, 진성리더십, 조직 동일시, EVLN(이직의도, 발언, 충성, 태만)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SPSS에서 신뢰도 분석을 사용하여

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넷째, 진성 리더십이 조직 동일시와 EVLN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조직 동일시가 진성 리더십과 EVLN 사이에서의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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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분석

제 1 절 자료의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대별로는 20대 35명

(15.6%), 30대 148명(65.8%), 40대 이상 42명(18.7%)으로 나타났고, 성별

로는 남 114명(50.7%), 여 111명(49.3%)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는 5년

이하 70명(31.1%), 6~10년 87명(38.7%), 11년 이상 68명(30.2%)으로 나

타났고, 결혼여부별로는 기혼 143명(63.6%), 미혼 82명(36.4%)으로 나타

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4명(1.8%), 전문대졸 19명(8.4%), 대졸 130명

(57.8%), 대학원졸(석사) 61명(27.1%), 대학원졸(박사) 11명(4.9%)으로 나

타났고,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13명(5.8%), 정규직 212명(94.2%)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사원급 76명(33.8%), 대리급 50명(22.2%), 과장급

77명(34.2%), 차,부장급 이상 22명(9.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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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20대 35 15.6

30대 148 65.8

40대 이상 42 18.7

성별
남 114 50.7

여 111 49.3

경력

5년 이하 70 31.1

6~10년 87 38.7

11년 이상 68 30.2

결혼여부
기혼 143 63.6

미혼 82 36.4

학력

고졸 4 1.8

전문대졸 19 8.4

대졸 130 57.8

대학원졸(석사) 61 27.1

대학원졸(박사) 11 4.9

고용형태
비정규직 13 5.8

정규직 212 94.2

직급

사원급 76 33.8

대리급 50 22.2

과장급 77 34.2

차,부장급 이상 22 9.8

합계 225 100.0

[표 4-1]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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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의 검정

1. 가설 1 검정결과

가설 1. 진성리더십은 조직 동일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진성리더십은 조직 동일시(자아일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이 종속변수인 조직동일시(자아일치)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은 3.5%(R square = 0.035)로 나타났다. 모수추정값을

살펴보면 관계적 투명성(b=0.154, p=0.047), 내재화된 도덕관점(b=0.198,

p=0.033), 균형 잡힌 정보처리(b=0.322, p=0.018), 자아인식(b=0.386,

p=0.020)의 p값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났고,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정예지 외(2012)의 연구를 살펴보면 진성리더십은 자기 인식, 자기

규제의 요소를 기반으로 리더 개인, 구성원과 조직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Price, 2003; Yammarino et al., 2008; Zhu et al.,

2011)을 밝힌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진성리더십이 자아일치에 영향

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성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부하들의 행위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부하들이 직무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자

기결정력을 인식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직무수행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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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조직동일시(자아일치)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변수

1 단계 2 단계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상수) 2.824 .457 　 6.182 .000 　 　 3.374 .629 　 5.365 .000 　 　

연 령 .126 .128 .097 .977 .329 .451 2.218 .130 .128 .101 1.010 .314 .451 2.219

성 별 -.086 .122 -.054 -.710 .478 .764 1.308 -.083 .122 -.052 -.684 .494 .764 1.309

경 력 -.053 .089 -.065 -.590 .556 .368 2.720 -.058 .089 -.072 -.651 .516 .367 2.726

결혼여부 .090 .132 .054 .677 .499 .697 1.435 .087 .132 .053 .658 .511 .697 1.435

학력 .132 .075 .125 1.760 .080 .894 1.118 .184 .145 .088 1.271 .205 .937 1.067

고용형태 .052 .232 .015 .223 .824 .966 1.035 .080 .233 .023 .343 .732 .957 1.045

직급 -.052 .072 -.066 -.718 .474 .529 1.889 -.054 .072 -.068 -.745 .457 .529 1.890

관계적

투명성
.154 .077 .145 1.998 .047 .851 1.175

내재화된

도덕관점
.198 .092 .191 2.145 .033 .549 1.822

균형잡힌

정보처리
.322 .135 .203 2.376 .018 .591 1.692

자아인식 .386 .164 .223 2.344 .020 .466 2.145

F(유의

수준)
0.880(.523) 0.974(.457)

R2(

(조정된)
.028(.004) .035(.001)

△R2 .007

가설 1-2. 진성리더십은 조직 동일시(조직목표일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이 종속변수인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에 미

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은 15.4%(R square = 0.154)로 나타났고, 회귀식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F=4.908, p=0.000). 모수추정값을 살

1)   

α : 상수항, X1 : 진성리더십, Z1 : 연령, Z2 : 성별, Z3 : 경력, Z4 : 결혼여부, Z5
: 학력, Z6 : 고용형태, Z7 : 직급, Y :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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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관계적 투명성(b=0.506, p=0.000), 내재화된 도덕관점(b=0.302,

p=0.037), 균형잡힌 정보처리(b=0.348, p=0.025), 자아인식(b=0.283,

p=0.038)의 p값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났고,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 가설 1-2는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진성리더십은 리더 개인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구성원 개인뿐만 아니

라 구성원 전체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구성원의 성과에 영향을

끼친다(Avolio & Gardner, 2005; Gardner et al., 2005; Zhu et al., 2011)

는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조직목표일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긍

정적인 방향이 검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3]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변수

1 단계 2 단계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상수) 3.126 .328 　 9.539 .000 　 　 1.611 .427 　 3.770 .000 　 　

연 령 .014 .092 .014 .147 .884 .451 2.218 .003 .087 .003 .029 .977 .451 2.219

성 별 -.038 .087 -.033 -.433 .665 .764 1.308 -.047 .083 -.040 -.566 .572 .764 1.309

경 력 .009 .064 .015 .140 .889 .368 2.720 .024 .061 .041 .393 .694 .367 2.726

결혼여부 .104 .095 .087 1.093 .276 .697 1.435 .111 .090 .093 1.238 .217 .697 1.435

학력 .156 .054 .203 2.896 .004 .894 1.118 .097 .052 .126 1.855 .065 .937 1.067

고용형태 .099 .166 .040 .594 .553 .966 1.035 .021 .158 .009 .136 .892 .957 1.045

직급 -.079 .052 -.139 -1.523 .129 .529 1.889 -.073 .049 -.129 -1.503 .134 .529 1.890

관계적

투명성
.506 .098 .333 5.147 .000 .851 1.175

내재화된

도덕관점
.302 .144 .177 2.095 .037 .549 1.822

균형잡힌

정보처리
.348 .155 .214 2.249 .025 .591 1.692

자아인식 .283 .135 .177 2.087 .038 .466 2.145

F(유의

수준)
1.632(.128) 4.908(.000)

R2(

(조정된)
.050(.019) .154(.122)

△R2 0.104



- 50 -

2. 가설2 검정결과

가설 2. 진성리더십은 EVLN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진성리더십은 이직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이 종속변수인 EVLN(이직)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은 1.7%(R square = 0.017)로 나타났다. 모수추정값을 살펴보면

관계적 투명성(b=-0.740, p=0.000), 내재화된 도덕관점(b=-0.283,

p=0.038), 균형잡힌 정보처리(b=-0.314, p=0.011), 자아인식(b=-0.250,

p=0.034)의 p값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났고, 부

(-)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 가설 2-1은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stroff(1992)의 경우에도 리더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면 조직구성

원들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조직의 전반적인 만족도까지 향상되어 조직

의 성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Avolio 등(2005)의 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과정을 통해 부하의 행동(직무성과, 여분의 노력,

퇴직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진성리더십이 이직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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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EVLN(이직)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변수

1 단계 2 단계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상수) 2.660 .571 　 4.661 .000 　 　 2.478 .789 　 3.142 .002 　 　

연 령 -.117 .161 -.073 -.730 .466 .451 2.218 -.118 .161 -.074 -.736 .462 .451 2.219

성 별 -.082 .152 -.042 -.539 .590 .764 1.308 -.083 .152 -.042 -.545 .586 .764 1.309

경 력 -.046 .111 -.046 -.410 .682 .368 2.720 -.044 .112 -.044 -.392 .695 .367 2.726

결혼여부 .093 .165 .045 .563 .574 .697 1.435 .094 .166 .046 .568 .571 .697 1.435

학력 .099 .094 .075 1.059 .291 .894 1.118 .092 .096 .070 .957 .339 .937 1.067

고용형태 .155 .290 .037 .534 .594 .966 1.035 .145 .292 .034 .498 .619 .957 1.045

직급 -.007 .090 -.007 -.073 .942 .529 1.889 -.006 .090 -.006 -.066 .948 .529 1.890

관계적

투명성
-.740 .067 -.596 -11.073 0.000 .851 1.175

내재화된

도덕관점
-.283 .135 -.177 -2.087 .038 .549 1.822

균형잡힌

정보처리
-.314 .122 -.218 -2.566 .011 .591 1.692

자아인식 -.250 .117 -.183 -2.135 .034 .466 2.145

F(유의

수준)
0.510(.827) 0.458(.884)

R2(

(조정된)
.016(.016) .017(.020)

△R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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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2. 진성리더십은 발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이 종속변수인 EVLN(발언)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은 2.4%(R square = 0.024)로 나타났다. 모수추정값을 살펴보면

관계적 투명성(b=0.592, p=0.000), 내재화된 도덕관점(b=0.283, p=0.038),

균형잡힌 정보처리(b=0.314, p=0.011), 자아인식(b=0.250, p=0.034)의 p값

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났고,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 가설 2-2는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연준

(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에게 보다 ‘창의적 행동’

을 유도하여 조직 내에서 보다 다양한 발언 및 자유로운 행동을 지원

및 유도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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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EVLN(발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변수

1 단계 2 단계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상수) 3.736 .507 　 7.374 .000 　 　 4.191 .699 　 5.999 .000 　 　

연 령 .082 .143 .057 .574 .566 .451 2.218 .085 .143 .060 .597 .551 .451 2.219

성 별 -.019 .135 -.011 -.144 .885 .764 1.308 -.017 .135 -.010 -.124 .901 .764 1.309

경 력 .061 .099 .069 .622 .534 .368 2.720 .057 .099 .064 .576 .565 .367 2.726

결혼여부 -.187 .147 -.102 -1.273 .204 .697 1.435 -.189 .147 -.104 -1.288 .199 .697 1.435

학력 -.072 .083 -.061 -.860 .391 .894 1.118 -.054 .085 -.046 -.631 .529 .937 1.067

고용형태 -.223 .257 -.059 -.867 .387 .966 1.035 -.200 .259 -.053 -.773 .441 .957 1.045

직급 -.029 .080 -.034 -.367 .714 .529 1.889 -.031 .080 -.036 -.387 .699 .529 1.890

관계적

투명성
.592 .069 .498 8.574 0.000 .851 1.175

내재화된

도덕관점
.283 .135 .177 2.087 .038 .549 1.822

균형잡힌

정보처리
.314 .122 .218 2.566 .011 .591 1.692

자아인식 .250 .117 .183 2.135 .034 .466 2.145

F(유의

수준)
0.635(.726) 0.668(.719)

R2(

(조정된)
.020(.012) .024(.012)

△R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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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3. 진성리더십은 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이 종속변수인 EVLN(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은 2.0%(R square = 0.020)로 나타났다. 모수추정값을 살펴보면

관계적 투명성(b=0.681, p=0.000), 내재화된 도덕관점(b=0.496, p=0.000),

균형잡힌 정보처리(b=0.191, p=0.011), 자아인식(b=0.170, p=0.010)의 p값

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났고,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 가설 2-3은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volio 등

(2005)의 연구와 같이 진성리더십이 사회 및 개인정체성, 희망, 신뢰, 긍

정적 정서, 낙관주의와 같은 중요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부하의 태도(몰

입, 직무만족)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국

내 연구에서도 홍성화(2011), 김명수 (2012), 박미라(2012), 유제호(2012),

정예지(2012), 한미자(2013)의 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한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진성리더십과 충성간의 관계에서 정(+)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는 조직의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하여 조직에 대한 깊은 몰입

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진성리더는 균형잡힌 정보처리 요인을 통해 부하

직원들의 자기 결정감에 대한 심리적 지지가 되기 때문에 진성리더는 부

하의 감정적인 몰입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조직에 충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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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EVLN(충성)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변수

1 단계 2 단계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상수) 3.322 .413 　 8.045 .000 　 　 3.693 .570 　 6.485 .000 　 　

연 령 .047 .116 .040 .402 .688 .451 2.218 .049 .116 .043 .425 .671 .451 2.219

성 별 .003 .110 .002 .024 .981 .764 1.308 .005 .110 .003 .044 .965 .764 1.309

경 력 .051 .081 .070 .632 .528 .368 2.720 .047 .081 .065 .586 .558 .367 2.726

결혼여부 -.133 .120 -.090 -1.114 .266 .697 1.435 -.135 .120 -.091 -1.129 .260 .697 1.435

학력 .016 .068 .017 .235 .815 .894 1.118 .030 .070 .032 .437 .663 .937 1.067

고용형태 -.276 .210 -.090 -1.316 .190 .966 1.035 -.257 .211 -.084 -1.220 .224 .957 1.045

직급 -.018 .065 -.025 -.273 .785 .529 1.889 -.019 .065 -.027 -.293 .770 .529 1.890

관계적

투명성
.681 .071 .543 9.659 .000 .851 1.175

내재화된

도덕관점
.496 .065 .461 7.644 .000 .549 1.822

균형잡힌

정보처리
.191 .075 .201 2.569 .011 .591 1.692

자아인식 .170 .065 .203 2.598 .010 .466 2.145

F(유의

수준)
0.516(.822) 0.563(.808)

R2(

(조정된)
.016(.015) .020(.016)

△R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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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4. 진성리더십은 태만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이 종속변수인 EVLN(태만)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은 10.7%(R square = 0.107)로 나타났고, 회귀식2)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F=3.239, p=0.002). 모수추정값을 살펴보면 관계적

투명성(b=-0.710, p=0.000), 내재화된 도덕관점(b=-0.316, p=0.013), 균형

잡힌 정보처리(b=-0.227, p=0.043), 자아인식(b=-0.223, p=0.049)의 p값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났고, 부(-)의 영향을 미친

다고 나타나 가설 2-4는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예지(2012)의

연구결과 진성리더십은 팀 에너지에 유의미한 정적인(β=0.33, p<0.05)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성리더로 구성된 조직원

은 업무에 대한 보다 활동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α : 상수항, X1 : 진성리더십, X2 : 조직 동일시, Z1 : 연령, Z2 : 성별, Z3 : 경력,

Z4 : 결혼여부, Z5 : 학력, Z6 : 고용형태, Z7 : 직급, Y : EV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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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EVLN(태만)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변수

1 단계 2 단계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상수) 2.010 .551 　 3.648 .000 　 　 -.115 .732 　 -.157 .875 　 　

연 령 .019 .155 .012 .121 .904 .451 2.218 .003 .149 .002 .022 .982 .451 2.219

성 별 -.118 .147 -.061 -.800 .424 .764 1.308 -.130 .141 -.068 -.919 .359 .764 1.309

경 력 -.183 .107 -.188 -1.707 .089 .368 2.720 -.163 .104 -.167 -1.569 .118 .367 2.726

결혼여부 .242 .160 .121 1.517 .131 .697 1.435 .253 .154 .126 1.642 .102 .697 1.435

학력 .050 .091 .039 .547 .585 .894 1.118 -.033 .090 -.026 -.373 .710 .937 1.067

고용형태 .122 .280 .030 .437 .662 .966 1.035 .014 .271 .003 .051 .960 .957 1.045

직급 .011 .087 .011 .122 .903 .529 1.889 .018 .084 .019 .214 .830 .529 1.890

관계적

투명성
-.710 .168 -.280 -4.217 .000 .851 1.175

내재화된

도덕관점
-.316 .126 -.193 -2.508 .013 .549 1.822

균형잡힌

정보처리
-.227 .111 .152 -2.039 .043 .591 1.692

자아인식 -.223 .113 -.153 -1.981 .049 .466 2.145

F(유의

수준)
1.078(0.378) 3.239(.002)

R2(

(조정된)
0.034(.002) 0.107(0.074)

△R2 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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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3 검정결과

가설 3. 조직 동일시는 진성리더십과 EVLN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1단계 :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은 종속변수인 EVLN(이직 β=-0.514, 발

언 β=0.430, 충성 β=0.297, 태만 β=-0.404)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은 매개변수인 조직동일시(자아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β=0.462)으로 나타났다.

3단계 : 독립변수(진성리더십)와 매개변수(조직동일시:자아일치)가 종속

변수인 EVL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개변수(조직동일

시:자아일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직 β=-0.397, 발언

β=0.339, 충성 β=0.415, 태만 β=-0.355)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값보다 크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5.650; 0.000)

을 주고 있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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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EVLN에 대한 조직동일시(자아일치)의 매개효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검증단계

표준

계수

베타

t

(유의수준)

F

(유의수준)

진성

리더십

이직

①진성리더십 → EVLN(이직) -.514 -8.952(0.000) 80.140(0.000)

②진성리더십 → 조직동일시(자아일치) .462 7.787(0.000) 60.632(0.000)

③진성리더십→EVLN(이직) -.326 -5.650(0.000)

61.585(0.000)
조직동일시(자아일치)→EVLN(이직) -.397 -6.888(0.000)

발언

①진성리더십 → EVLN(발언) .430 7.109(0.000) 50.541(0.000)

②진성리더십 → 조직동일시(자아일치) .462 7.787(0.000) 60.632(0.000)

③진성리더십→EVLN(발언) .264 4.011(0.000)
41.500(0.000)

조직동일시(자아일치)→EVLN(발언) .339 5.162(0.000)

충성

①진성리더십 → EVLN(충성) .297 4.641(0.000) 21.537(0.000)

②진성리더십 → 조직동일시(자아일치) .462 7.787(0.000) 60.632(0.000)

③진성리더십→EVLN(충성) .149 2.373(0.018)

34.804(0.000)
조직동일시(자아일치)→EVLN(충성) .415 6.628(0.000)

태만

①진성리더십 → EVLN(태만) -.404 -6.593(0.000) 43.473(0.000)

②진성리더십 → 조직동일시(자아일치) .462 7.787(0.000) 60.632(0.000)

③진성리더십→EVLN(태만) -.225 -3.358(0.001)

38.420(0.000)
조직동일시(자아일치)→EVLN(태만) -.355 -5.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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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은 종속변수인 EVLN(이직 β=-0.514, 발

언 β=0.430, 충성 β=0.297, 태만 β=-0.404)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은 매개변수인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

에 영향을 미치는 것(β=0.323)으로 나타났다.

3단계 : 독립변수(진성리더십)와 매개변수(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가

종속변수인 EVL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개변수(조직동

일시:조직목표일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값(이직 β=-0.276, 발언

β=0.275, 충성 β=0.200, 태만 β=-0.464)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값보다 크고 독립변수(진성리더십)가 종속변수(EVLN)에

영향(-1.017; 0.310)을 주고 있지 않으므로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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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EVLN에 대한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의 매개효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검증단계

표준

계수

베타

t

(유의수준)

F

(유의수준)

진성

리더십

이직

①진성리더십 → EVLN(이직) -.514 -8.952(0.000) 80.140(0.000)

②진성리더십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 .323 5.088(0.000) 3.358(0.001)

③진성리더십→EVLN(이직) -.071 1.017(0.310)

12.012(0.000)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EVLN(이직) -.276 3.94(0.000)

발언

①진성리더십 → EVLN(발언) .430 7.109(0.000) 50.541(0.000)

②진성리더십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 .323 5.088(0.000) 3.358(0.001)

③진성리더십→EVLN(발언) .066 0.914(0.362)
11.903(0.000)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EVLN(발언) .275 3.812(0.000)

충성

①진성리더십 → EVLN(충성) .297 4.641(0.000) 21.537(0.000)

②진성리더십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 .323 5.088(0.000) 3.358(0.001)

③진성리더십→EVLN(충성) -.111 -1.414(0.159)

3.232(0.041)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EVLN(충성) .200 2.542(0.012)

태만

①진성리더십 → EVLN(태만) -.404 -6.593(0.000) 43.473(0.000)

②진성리더십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 .323 5.088(0.000) 3.358(0.001)

③진성리더십→EVLN(태만) -.028 -0.468(0.640)

30.319(0.000)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EVLN(태만) -.464 -7.7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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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동서양의 역사적 흐름 속에 현 시대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오고 리더들의 부패와 탐욕을 심판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해지면서부

터 진성리더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더욱 강렬해졌다(이민화 등, 2012).

이러한 변화로 상생과 공존을 회복하기 위한 기업과 리더의 진정성이 중

시되고 있다(정예지, 2012). 이러한 요구에 따라 진성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진정성은 긍정적 정서를 야기하

여 조직 전체로 확산, 전염되는 과정을 거쳐, 조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이 관점은 외부로 나타나는 리더의 모습이나 행동에 무엇이 문제

인지를 발견한 다음 그 결점을 고치고자 하는 기존의 리더십 모델 개발

연구와는 다른 시각(Lurhans & Avolio, 2003)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개인 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의 목표달성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협동심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

식하였다. 이에 진성리더십이 조직 동일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

으로 조직 구성원의 EVL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또한 진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EVLN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검증코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3가지 연

구문제를 설정하여 리더의 긍정적 행동이 조직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력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기 위해 시도되었다. 또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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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따라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모집단 전체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모집단 전체에 대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최대 표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효

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검증 결과, 첫째, 진성리더십이 조직동일시(자아일치)에 미치는 영

향력은 3.5%로 나타났으며, 투명성(b=0.154, p=0.047), 내재화된 도덕관점

(b=0.198, p=0.033), 균형잡힌 정보처리(b=0.322, p=0.018), 자아인식

(b=0.386, p=0.020)은 0.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진성리더십과 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

에 미치는 영향력은 15.4%로 나타났으며, 투명성(b=0.506, p=0.000), 내재

화된 도덕관점(b=0.302, p=0.037), 균형잡힌 정보처리(b=0.348, p=0.025),

자아인식(b=0.283, p=0.038)은 0.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둘째, 진성리더십이 EVLN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Exit(이직)의 경우 투명성(b=-0.740, p=0.000), 내재화된 도덕관점

(b=-0.283, p=0.038), 균형잡힌 정보처리(b=-0.314, p=0.011), 자아인식

(b=-0.250, p=0.034)은 부(-)의 영향을, Voice(발언)의 경우 투명성

(b=0.592, p=0.000), 내재화된 도덕관점(b=0.283, p=0.038), 균형잡힌 정보

처리(b=0.314, p=0.011), 자아인식(b=0.250, p=0.034)은 정(+)의 영향을,

Loyalty(충성)의 경우 투명성(b=0.681, p=0.000), 내재화된 도덕관점

(b=0.496, p=0.000), 균형잡힌 정보처리(b=0.191, p=0.011), 자아인식

(b=0.170, p=0.010)은 정(+)의 영향을, Neglect(태만)의 경우 투명성

(b=-0.710, p=0.000), 내재화된 도덕관점(b=-0.316, p=0.013), 균형잡힌 정

보처리(b=-0.227, p=0.043), 자아인식(b=-0.223, p=0.049)은 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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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수(진성리더십)와 매개변수(조직동일시:자아일치)가 종속

변수인 EVL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개변수(조직동일시:자아

일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직 β=-0.397, 발언 β=0.339, 충

성 β=0.415, 태만 β=-0.355)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값보다 크

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5.650; 0.000)을 주고 있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진성리더십)와 매개변수(조직동일

시:조직목표일치)가 종속변수인 EVL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

개변수(조직동일시:조직목표일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값(이직 β

=-0.276, 발언 β=0.275, 충성 β=0.200, 태만 β=-0.464)이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값보다 크고 독립변수(진성리더십)가 종속변수(EVLN)에

영향(-1.017; 0.310)을 주고 있지 않으므로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정성을 가진 리더는 자신을 어떤 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가식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부하는 그런 리더를 원하며 그 속에서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의무감과 충성심이 커지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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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과거와 달리 공기업 역시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불연속성의 환경에

놓여 있다. 이제 더 이상은 획일적인 제도와 기법을 도입, 운영하는 방식

으로는 공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지속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

다. 따라서 기존의 리더십만으로는 창조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을 전환할 수 없으며, 급변하는 시대와 조직구성원을 통합할 수 있는 리

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앞의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김소희(2012)는 리더존경은 상대방이 리더

에 대한 감사의 느낌과 태도, 존중 등의 긍정적 감정을 지각하는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리더가 진성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게 되

면 조직구성원들은 리더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촉진되어 리더에 대한 존

경심을 더욱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존경은 리더가 편향되

지 않고 윤리적이며 신뢰할 만한 행동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 나타나며

리더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구성원들은 리더의 리더십

이 뛰어나고 그 자질이 높다고 평가되면 이를 극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존경심이 생겨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거시적 시점에서 살펴보면 조직 내 성과를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조직구성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조직구성원은

리더의 관리대상이 아닌 인적자원이라는 인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조직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리더육성을

위한 조직 내 정책적 변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이

끄는 리더가 아닌 구성원이 마음과 감정을 통합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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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더를 계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지원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관리적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진성리더십이 EVLN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기업의 기업문화특성상 조직문화의 특성

을 고려한 인사관리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조직동일시가 조직 내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EVLN의 관계에 있어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조직 내 리더의 특

성에 따라서 EVLN을 향상시키고, 공기업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

원조직 동일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적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종합하면 공기업의 조직구성원의 관점에서 진성리더십에 대한 지각이

EVLN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특성을 살려 인적자원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향후 공기업의 조직 구성원의 조직

동일시와 EVLN에 리더십의 특성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활동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있었다.

첫째, 상호작용 효과를 다룬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그 관계성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진성리더십이 기존 리더십 스킬처럼 작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조직 문화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진성리더십의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정도로

조직문화가 마련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조직 구성원간의 긍정적 에너지는 다양한 역량 개발, 창의적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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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높은 수준의 동기를 제공하는 정서로 작용한다. 또한 자기 규율에

능한 진성리더는 구성원을 동기부여 시키기 이전에 리더 스스로가 조직

의 목적 달성에 매우 적극적으로 몰입하며, 이러한 리더의 솔선수범적인

몰입 행동을 통해 구성원들은 긍정적 에너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조직차원에서 구성원들의 긍정 정서를 구축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리더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며, 진성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긍

정적 에너지를 경험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것이다(정예지, 2012).

이는 진성리더십의 영향력이 조직문화와 조직구성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실무 장에서 진성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요소를 발견함으로써,

진성리더십의 이론체계 정립 향후 실증연구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 선행 연구들은 진성리더십이 이론으로 조직에 지속이고 조직성

과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실무현장으로 활발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다. 분명 기업은 성과를 창출해야 하고 이를 위한 리더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진성리더십과 구체적인 성과변수와의

연결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로 본 연구는 횡단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직 동일시와 진성리더십에 따른

EVLN의 향상 정도를 연구하기 해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종단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법론 측면에서 설문지 조사방식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이 있다. 이는 설문 응답자의 태도에 따라 조사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을

피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험연구, 사례연구, 인터뷰 등 복

수방법론이 도입되어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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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론체계 정립과 측정도구를 보완하여 진성리더

십의 효과성과 진성리더십을 개발시키는 선행요인들을 규명하고 태도와

성과와의 관계를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과 후속 연구들

을 통해 진성리더십의 학문․실무 의의가 확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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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uthentic

Leadership on EVLN of Organizing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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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role of a leader is recognized as a key factor in order

to maintain the close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s and to achieve the goal

of an organization. To prove the importance of a leader and its leadership,

I will verify how the authentic leadership influences the EVLN of

organization members and what are the positive effects by framing three

hypo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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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se studie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255 employees of the K Corporation,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validit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verify

its results. The results of the hypothes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uthentic lead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self identification) as well as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rganizational goal identification).

Secondly, authentic leadership is statistically related to EVLN The study

shows that authentic lead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Voice and Loyalty

but a negative effect on Exit and Negl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similar to that of other leadership studies

but there might be various results come out if further research will be

done.

Third, the verification on whether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has a

mediator effect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EVLN was proceeded.

The results show that the self identification affects more than authentic

leadership on EVLN and authentic leadership has a partial mediator effect

on EVLN.

Moreover, Organizational goal identification affects more than authe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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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on EVLN and Organizational goal identification has a full

mediator effect on EVLN.

The leaders with sincerity represent themselves as they are rather than a

contrived image. That's why their staff want the authentic leaders and they

could show more responsibility and loyalty to the organization.

keywords :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uthentic Leadership, EVLN,

Man of Organization, Leader

Student Number : 2014-2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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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 문 지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외

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진성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이 조직구성원의 Exit,

Voice, Loyalty, Neglect(EVLN)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

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오직 저의 학술 논문 연구에만 사용되며, 익명으

로 처리되므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조직)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작성 중 궁금하신 사안이나 최

종연구결과에 대하여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부탁의 말씀>

1. 각 설문항목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항목에 대해 너무 오

래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난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응답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대답하지 마시고 귀하의 실

제 느낌이나 생각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본 설문에는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내용의 문항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에 관계없이 가급적 모든 문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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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진성리더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

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V)해 주십시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의 상사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야기 한다.

2 나의 상사는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솔

직히 인정한다.

3 나의 상사는 부하들이 솔직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편이다.

4 나의 상사는 말하기 어려운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다.

5 나의 상사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6 나의 상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한다.

7 나의 상사는 중요한 가치와 신조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린다.

8 나의 상사는 부하들에게도 스스로의

생각과 가치에 따르도록 강조한다.

9 나의 상사는 어려운 결정의 경우

윤리적 기준에 따라 내린다.

10 나의 상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의견들을 많이 말해 주기를 바란다.

11 나의 상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조사한다.

12 나의 상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13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필요한 의견들을 구한다.

14 나의 상사는 자기를 타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스스로 잘 안다.

15 나의 상사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

16 나의 상사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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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과 직장 관련하여 조직에 대한 생각이 적절히 반영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회사 외부 사람들로부터 회사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 개인적인 칭찬을

받은 느낌이 든다.

2. 나는 회사에 대해 말할 때 ‘우리 회사’

라는 표현을 쓴다.

3. 나는 회사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외부 사람이 회사를 비난하면 나는 개

인적 모욕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

5. 나는 외부사람이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Ⅲ. 일과 직장 관련하여 현재의 마음상태(Employee Envy)가

적절히 반영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이직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종종 그만두는 것을 생각한다.

2. 나는 최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3. 나는 진지하게 나의 일자리를 바꾸는 것

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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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음은 회사 내에서의 발언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3. 다음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

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

더라도 나는 조직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

2. 나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다.

3. 회사의 책임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하

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4. 다음은 업무 태만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하는 일에 노력을 별로 하지 않

는 날이 가끔 있다.

2. 나는 나의 일을 관리하는 것을 그만두

어, 상황이 점점 나빠질 것이다.

3. 나는 나의 일에 노력을 덜 하고 싶다

고 느낀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여기서 하던 일의 방식을 바꾸기

를 원한다.

2. 나는 몇 번이나 여기서 일하는 조건이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한 적이 있다.

3. 나는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료

들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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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지막으로 연구 분석을 위해 응답자를 분류하는 항목들입

니다. 여기서 얻어진 자료들은 인구통계적인 목적 외에는 사용

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연령 : 만 세 2. 성별 : 남/여

3. 경력 (과거직장포함) : 년 개월

4. 결혼여부 : 미혼 / 기혼

5. 학력 : ①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석사과정) ⑤

대학원졸(박사과정)

6. 고용형태 : ① 정규직 / ②비정규직

7. 직급 : ①일반사원 ② 대리급 ③ 과장급 ④ 차장급 ⑤ 부장급

이상

8.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년수 : 년 개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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