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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경영 현장과 더불어 대학에서 리더의 진정성은 점차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구성원들은 리더의 진정성 정도에 따라 태도, 행동 및 성과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는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조직분위기 및 프로젝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진성리더십이 지니는 중
요성을 시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175부의 설
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은 STATA 14.0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첫째, 리더의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진성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구성원의 진성리더십
은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진성리더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분
위기는 조절역할을 하였다. 넷째, 구성원의 진성리더십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분위기는 조절역할을 하였다. 
주제어 : 진성리더십, 프로젝트 분위기, 프로젝트 성과, 리더-구성원 관계, 리더십-성과 관계

Abstract  In addition to the recent business field,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in universities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Purpose of our study is to recommend the significance of 
authentic leadership by analyzing the effect of leader 's authentic leadership on follower' s project work 
climate and project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previous studies that authentic leader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as a quasi-social worker mitigates the role of leader and the tension between the 
members in the team,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moderation effect of work clim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llower’s authentic leadership and project performance. Therefore, a survey 
was conducted for students enrolled in some universities. A total of 175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structural equation using STATA 14.0.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in three points. Our 
finding is as follow. The authentic leadership of the leader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follower' 
s authentic leadership while the followers' authentic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rojec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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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시장 경쟁

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각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
서 생존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직구조의 변화는 기업 조직을 
시장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민첩한 조직으로 바꾸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과거 
위계적인 구조에서 점차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가 함께 국내기업 100개사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기업의 조직 건강도와 
일하는 방식 진단’에서 77%의 비율로 글로벌 평균 대비 
국내기업의 조직 건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야근, 비효율적인 회의와 보고, 구시대적인 업무 행태 등
이 주된 요인이었다[1].

리더십 영역도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상호적 관계
를 지지하고 협업을 지향하는 리더십’이 현저히 낮게 나
타났다. 더 큰 문제는 리더 스스로가 이러한 상황을 제대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82%의 비율로 경영
진은 자신의 리더십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구성원들은 리더의 리더십을 글로벌 수준보다 현저히 낮
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리더 자신이 인지하는 리더
십 수준과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간에 현격한 차이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유인 요소(inducement factor)가 과거에
는 급여였으나 지금은 일하는 환경, 복지, 근무 시간 등 
‘워라벨’로 대변되는 삶의 질 향상이 더 우선시 되고 있다.

기업들의 수많은 고민거리 중 하나는 신입 사원의 퇴
사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약 28%의 비율로 
대졸 신입 사원들이 1년 이내에 퇴사한다. 기업이 이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들을 마련해왔지만 좀 더 근
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직구성원들의 몰입과 동기를 끌
어내고 조직 내 구성원 간 링겔만 효과(Ringelmann 
effect)를 최소화하고 부서 간 사일로 효과(Silos effect)
를 줄이기 위한 일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전의 리더십 연구들과 달리 차별성이 존재
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함에 따라 
진성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의 필요성이 증대되
고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
한 교육방침으로 대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창
의적인 혜안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형 강의방식을 도입하

기 시작했다[2]. 기존 강의와 달리 참여형 강의는 교수자
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하여 팀장과 팀원이 각
자가 맡은 프로젝트 주제에 따라 한 학기 동안 성과물을 
제시하게 된다. 다만, 참여형 프로젝트 강의는 팀장이 리더
로써 팀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그 리더십에 따라 
성과 및 프로젝트 목표 달성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진성리더십 연구에서 다루었던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준 사회인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
이 겪게 될 산업변화로 인해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 새롭
게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진성리더십과 프로젝
트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더하여 더욱 깊이 있
고 구체적인 영향 관계를 살펴 진성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문헌검토 및 가설제시
2.1 리더-구성원 간 진성리더십

진정성(authenticity)은 진성리더십의 핵심 개념으로 
리더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철학적 논의에서 출발하
여 긍정심리학에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3]. 진성리더십은 
도덕적 품성을 전제로 하여 타인과 솔직하고 투명한 관
계를 유지하며, 진성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자신에 대
해 잘 이해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며 타
인과 열린 의사소통을 한다[4, 5]. Tak (2017)은 진성리
더십을 “리더의 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기반으로 구성원
들에게 긍정적 역할 모델이 되고, 내ㆍ외적으로 일치된 
모습과 자신의 한계 인정을 통하여 상호 협력적 조직분
위기를 만들어 가는 리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6].

진성리더십의 구성요소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많은 논
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균형잡힌 정보처리, 자아인식, 
자아도덕성, 투명적 관계지향 등의 네 가지의 하위 개념
을 적용하고 있다[7].

리더 스스로 자신의 감정, 성격, 동기, 강점 및 약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리더 자신의 리더십을 조직구성원들이 어떻
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자아인식(self-awareness)
이라고 한다. 자아를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 목적, 
신뢰, 욕구 등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강점뿐만 아
니라 약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하여 자기 스스로의 
목적과 신념을 토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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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된 도덕관점은 리더 자신의 내적인 도덕 기준에 

의한 자기조절을 의미하며, 주변 환경이나 조직, 집단, 사
회적 압력 등과 같은 외부적인 강압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 스스로 내면화된 도덕기준(moral standards)과 가
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6, 8]. 따라서 리더의 내
면화된 도덕관점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리더 자신이 미칠 
영향력을 자제할 수 있는 규제를 내포하고 있다[6].

관계적 투명성은 리더가 자아(self identity)를 조직구
성원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구성원들에
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9].

균형잡힌 정보처리는 리더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관련 정보와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더의 생각과 상반되는 의견도 수용하며, 리더 자
신의 편향을 최소화하고 균형되게 처리한다. 

진성리더십이 가지는 4가지 하위요인의 영향은 팀장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 팀 구성원에게 영향을 
먼저 미치고 이를 통해 팀 구성원들의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성리더십의 하위 
개념은 리더와 부하(follower)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
생하는 것이며 리더가 진정성이 있다고 하여 부하의 성
과가 좋아지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간극이 존재한다. 즉, 
구성원이 리더로부터 진정성을 느끼는 것이 전제되어야
만 진성리더십이 그 둘 사이에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H1 리더의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진성리더십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구성원의 프로젝트 성과
직무성과는 조직원 혹은 부하직원이 이루고자 하는 업

무(프로젝트)의 바람직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며[10], 동시에 일의 효과성을 의미한다[11]. 본 연
구는 이와 같은 직무성과를 팀 프로젝트를 통해 구성원
으로서 강의에서 얻게 되는 성과물로 정의하며 프로젝트 
완료성, 마무리, 처리안정감, 요구사항 준수 등으로 정의
한다. 직무성과는 구성원들의 특성, 직무노력, 조직지원
의 결과로부터 얻어지며[12], 조직구성원들이 소속된 조
직이나 구성체 내에서 달성한 결과 정도를 나타낸다. 조
직구성원 개인의 직무성과가 모여 조직의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점으로 볼 때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13]. 

리더의 진정성에 의해 구성원들에게 스스로 진성리더
십이 발생된다면, 이는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팀 프로젝트

에 참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며 긍정적으로 결과를 마
무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구성
원이 가지는 긍정적인 태도는 진성리더십에서 중요시하
는 자기규제력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며 프로젝트의 상
대적 자기완결성을 높여줄 것이다.

H2 구성원의 진성리더십은 팀 프로젝트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프로젝트 분위기
조직분위기란 조직 내 환경 특성과 구성원들의 목적, 

가치, 태도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주관적 개념으로
서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다른 조직분위기가 형성되며 
형성된 조직분위기는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성
과와 구성원 만족을 향상시킨다[14, 15]. 본 연구에서 말
하는 조직분위기는 대학생이 여러 강좌에 걸쳐 참여하게 
되는 프로젝트 단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분위기이며, 리더
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팀 프로젝트 
분위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분위기는 조직 간에 
서로 구분해주는 각 조직만의 차별화된 특성으로서[14], 
조직의 내부 환경에서 생성되며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
에 영향을 미친다.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동일한 가
치를 공유하고 공통의 신념을 갖도록 경영자에 의해서 
상부에서 하부로 작용하지만, 팀 프로젝트 분위기는 구성
원의 인지 때문에 상대적 혹은 주관적으로 형성되어 프
로젝트 성과 및 만족도를 높여준다[8, 15]. 대학생들의 
팀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위기는 상당히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팀장이 리더로써 그가 가지는 도
덕적 언어, 행동, 사고체계뿐만 아니라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는 분위기가 구성원들이 진정성을 가지는 행동으
로 이어지는 데에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프로
젝트 분위기는 일반적인 기업 조직에서도 나타나는 가장 
부적절한 부하의 행동인 무임승차 행위를 방지할 수 있
다. 한편, 리더를 인정하고 존중감이 생긴 프로젝트 구성
원은 긍정적 분위기로 인해 더욱 프로젝트 성과를 높일 
것이다. 구성원 간에서 발생되는 의견마찰, 비대칭 정보, 
과중된 업무 할당 등의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하지만, 프로젝트 분위기가 개방적인 의사소통, 정확한 
정보전달, 협조적인 응집력으로 형성된다면 프로젝트 결
과가 더욱 상향될 것이다.

H3a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진성리더십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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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어서 프로젝트 분위기는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H3b 구성원의 진성리더십과 프로젝트 성과 간의 관

계에 있어서 프로젝트 분위기는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리
더의 진성리더십(Leader’s Authentic Leadership, 이
하 LAL)이 구성원의 진성리더십(Follower’s Authentic 
Leadership, 이하 FAL) 및 프로젝트 성과(Follower’s 
Project Performance, 이하 FPP)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프로젝트 분위기(Project Work Climate, 이하 
PWC)의 조절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그 인과관
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 변수정의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진성리더십 측정은 [16]이 개발한 리더와 

구성원에 관한 진성리더십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진성
리더십의 네 가지 요인인 내면화된 도덕정도, 자아인식수
준, 균형잡힌 정보처리력, 관계적 투명 등을 12개 항목으
로 한국적인 문맥에 맞도록 번역ㆍ사용하였으며 원문과 
동일하게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존 ALQ는 
구성원이 리더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의 진성리더십(FAL)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더와 구성원 각각에 발생하는 
작용을 구분하기 위해 리더로써 인지하는 정도의 진성리
더십(LAL)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PWC 측정은 [17]과 
[18]의 연구에서 제시된 항목을 수정하여 10문항을 사용
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FPP 측정은 [19]
과 [20]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을 참조하여, FPP는 본 연구
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일반적인 직무성과가 아닌 대
학생이 인지하는 정도에서의 프로젝트 성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을 통계적으로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이었다. 
설문은 구글 서베이로 실시하였으며, 총 179부가 회수되
었고 불성실한 답변 4부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75부

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 자료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
증하기 위해 STATA 14.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4. 통계적 실증분석
4.1 기초통계 분석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100 57.14
Female 75 42.86

School Year
1 8 4.57
2 46 26.29
3 53 30.29
4 68 38.86

Leader Experiences
No 63 36

Yes 112 64
Number of Project Experiences

0 10 5.71
1 7 4
2 14 8
3 26 14.86

More than 4 118 67.43
Global Internship

No 119 68
Yes 56 32

Major in Business-related
No 38 21.71

Yes 137 78.29
Total 175 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s    (N=175)

 

본 연구에서 표집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성별은 남성 100명(57.14%), 여성 75
명(42.86%)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학년은 1학
년 8명(4.57%), 2학년 46명(26.29%), 3학년 53명
(30.29%), 4학년 68명(38.86%)으로 나타났고 리더의 경
험이 없는 사람은 63명(36%),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2
명(64%)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경험의 횟수에 따라서
는 0회 10명(5.71%), 1회 7명(4%), 2회 14명(8%), 3회 
26명(14.86%), 4회 이상 118명(67.43%)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해외 인턴십의 경험이 없는 학생이 119명
(68%)으로 경험이 있는 학생 56명(32%)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경영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137명(78.29%)으로 그 외의 전공
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38명(21.71%)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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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 S.D. 1 2 3 4 AVE CR alpha
1 LAL 3.95 0.78 0.78 0.61 0.94 0.94
2 FAL 3.95 0.70 0.48* 0.75 0.56 0.83 0.82
3 PWC 3.94 0.81 0.66* 0.48* 0.74 0.55 0.83 0.95
4 FPP 4.26 0.56 0.29* 0.41* 0.49* 0.82 0.67 0.95 0.82

Notes: 1. LAL (Leader’s Authentic Leadership), FAL (Follower’s Authentic Leadership), PWC (Project Work Climate), FPP
  (Follower’s Project Performance)
2. * p<0.05.
3. Diagonal represents square root of AVE values.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N=175)

4.2 연구 모델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는 경로분석에 대한 가설검정을 하기 전에 탐

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각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Table 2 참고). EFA에서 CFI
와 TLI는 0.8이상일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모형에서 CFI는 0.82, TLI는 0.81로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SRMR은 0.08이하 이면 양호한 적합
도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0.07로 매우 양호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RMSEA는 0.1이하인 0.08로 수용 가
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CFA에서는 CFI와 TLI가 0.9보
다 큰 경우 양호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모두 0.92로 매우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SRMR도 양호 수준인 
0.08이하인 0.06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적합도를 나타냈
다. RMSEA는 0.1이하인 0.07수준으로 적절한 수준이라
고 분석되었다. 

Fit Index Measurement Model Accept

EFA
CFI 0.82 Acceptable
TLI 0.81 Acceptable
SRMR 0.07 Good
RMSEA 0.08 Acceptable

CFA
CFI 0.92 Good
TLI 0.92 Good
SRMR 0.06 Good
RMSEA 0.07 Acceptable

Notes: 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I: Comparative Fit Index, SRMR: Standardized 
Root-Mean-square Residual,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 Turker-Lewis Index.

Table 2. Model Fitness Index

4.3 신뢰성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는 측정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분석하기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첫째, 
Cronbach’s Alpha 값이 LAL 0.94, FAL 0.82, PWC 

0.95, FPP 0.82로 나타났다. 모든 측정변수의 Alpha값
이 0.7이상으로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
째, 측정변수들의 집중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분산
추출(AVE)과 합성 신뢰도(CR)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측
정항목들이 모두 AVE와 CR에서 0.5, 0.7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집중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판별타당도 검정을 위해 AVE와 AVE의 제곱근
(square root)을 비교하였다. 검증결과 잠재변수 간 상
관관계 값이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4.4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2개의 가설을 경로분석을 통해 검정하

였으며 Table 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 
2개의 제시된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LAL과 FAL 간의 
표준화 계수(β)가 0.55, FAL과 FPP 간의 β값이 0.51로 나타
났고, ‘LAL이 FAL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H1과 
‘FAL이 FP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H2 모두 0.001 
유의수준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수용되었다. 

Path Std. coef. t SE Hypo.
H1 LAL ⟶ FAL 0.55 8.86*** 0.06 Accepted
H2 FAL ⟶ FPP 0.51 7.34*** 0.07 Accepted

Notes: 1. *** p<0.001.
2. Endogenous Variables are FAL, FPP

Table 4. SEM Results for Path Analysis

LAL이 FPP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FAL의 매개효과
의 통계적 유의미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와 
Bootstrap 방식을 채택하였다. 첫째, Sobel Test로 분
석한 결과 β값이 0.12, 표준오차가 0.03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수준 0.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1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실
시한 결과 95%의 신뢰구간에서 모두 0을 지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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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el test coef. SE z p
0.12 0.03 3.86 0.00

Bootstrap
coef. Boot SE LL 95% CI UL 95% CI
0.12 0.03 0.06(P)

0.06(BC)
0.19(P)

0.19(BC)
Notes: 1. Endogenous Variables are FAL, FPP.

2. (P) in Bootstrap: percentile confidence interval; (BC) in 
Bootstrap: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

Table 5. Indirect Effect of LAL on FPP through FAL

Variables (DV) Model 1
(FAL)

Model 2
(FAL)

Model 3
(FPP)

Model 4
(FPP)

Gender 0.20 0.21* -0.06 -0.06
(1.59) (1.66) (-0.61) (-0.37)

School Year Inserted Inserted Inserted Inserted
Project Leader 
Experiences

0.29** 0.28** 0.05 0.03
(2.26) (2.31) (0.61) (0.57)

Number of Project 
Experiences

0.01 -0.02 0.06** 0.06*

(0.01) (-0.34) (2.11) (1.78)
Global Internship 0.11 0.17 -0.02 -0.06

(0.51) (0.66) (-0.43) (-0.24)
Major in 
Business-related

-0.18 -0.18 0.12 0.12
(-1.58) (-1.61) (1.28) (1.36)

LAL 0.40*** 0.05
(6.55) (0.38)

LAL×PWC 0.06***

(3.15)
FAL 0.32*** -0.10

(5.45) (-1.03)
FAL×PWC 0.07***

(5.35)
Constant 2.62*** 3.02*** 2.77*** 3.24***

(7.63) (8.44) (8.51) (10.32)
N 175 175 175 175
R2 0.288 0.329 0.214 0.331
Change in R2 0.185 0.041 0.141 0.117
Log-Likelihood -154.80 -149.65 -126.36 -112.30
F 7.42*** 8.03*** 4.99*** 8.10***

df(m) 9 10 9 10
Note: *p<0.1, **p< 0.05, ***p<0.01

Table 6. Results for Hierarchical Regression of Moderation

Table 6은 본 연구가 제시한 PWC 가설의 위계적 회
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Model 1은 H1을 나타내는 것으로 LAL이 FAL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R2=0.288, β
=0.40),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H3a를 나타내는 것으로 LAL이 FAL에 긍정
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PWC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분석
하였으며 (R2=0.329, β=0.06), 상호작용 변수는 0.01 수
준에서 유의하였다. Model 3는 FAL이 FP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H2에 해당하는 것으로 
(R2=0.214, β=0.32)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4는 H3b에 해당하며 FAL이 FPP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PWC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R2=0.331, β=0.07), 상호작용 변수는 유
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다루는 PWC의 조절효과는 
H3a 와 H3b 모두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인지한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진성리더십과 프
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초점을 두었고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 프로젝트 분위기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진성리더십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와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통해 진성리더십의 4가지 하위요소가 발생하
고 리더가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구성원
들은 리더로부터 진정성을 느끼게 되고 이는 팔로워십을 
형성하게 하여 구성원 또한 진성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
록 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유의미성을 끌어내는 것으
로 보인다.

둘째, 구성원의 진성리더십은 프로젝트 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이 리더에게 진
정성을 느끼게 되면 구성원 스스로에게도 진성리더십이 
발생하고 이는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하는 원동
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진성리더십 간의 
관계에 있어서 프로젝트 분위기는 조절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프로젝트 분위기는 리더가 구성원들
과 투명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리더에 대한 구성원들의 존중감을 높여준다[22]. 또한, 
구성원에게 팔로워십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구성원의 진성리더십과 프로젝트 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프로젝트 분위기는 유의미한 조절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구성원
들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을 스스로 규제하게 만든다. 이
러한 개방적 프로젝트 분위기는 구성원들이 프로젝트에 
협조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거리낌 없이 전달하는 분위기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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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결과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현재까지 진성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기업인이 아닌 준 사회인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성리더십
과 프로젝트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흔하지 않
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향후 기업 내 일
원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학생들을 통해 진성리더십과 
프로젝트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진성리더십의 중요
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구성원이 
바라본 리더의 진성리더십만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진성
리더십을 ‘리더 본인 스스로가 바라본 리더의 진성리더
십’과 ‘구성원이 바라본 리더의 진성리더십’으로 구별하
여 구체적으로 개념화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들과는 차
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최근 많은 기업이 기업 내 조직분위기의 중요성
을 인지하여 조직 내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
다. 본 연구에서 프로젝트 분위기가 진성리더십들 간의 
관계와 프로젝트 성과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의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리더와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
용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준다면 프로젝트의 성과 
더 나아가 기업 전체의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모든 측정항목이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존되어 측정되었기 때문에 응답자의 
편견을 배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동일방법편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이 바라본 리더의 진성리더십 외에도 리더 스스로가 바
라본 리더의 진성리더십도 측정한다. 리더가 본인의 판단
을 기준으로 진성리더십의 정도를 정하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모호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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