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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uthentic Leadership on Innovation Behavior and
Job Satisfaction throug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e authentic 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novation behavior(innovation activity and innovation propensity)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uthentic leadership directly effec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lso effects innovation behavior directly. But authentic
leadership could not effect directly toward innovation behavior. This result shows that
authentic leadership can effect the innovation behavior through psychological capital.
Second, authentic leadership directly effects job satisfaction, wherea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does not effect directly job satisfaction. Third, the managerial experience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novation propensity, but not on the relation of innovation
activity. This impli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s an important factor that induces
innovation behavior in the military organization.
Key Words : authentic 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novation behavior,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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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많은 조직과 경영자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열쇠는 사람에게
있다”(O’Reilly & Pfeffer, 2000: 이동섭･조봉순･김기태･김성국･이인석･최용득,
2009에서 재인용, p. 308)라거나 “조직은 행복한 인력이 생산적인 노동력임을
깨달아야 하며, 직원들이 보다 영구적인 긍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많을수록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다”(Peterson, Suzanne, Balthazard, David,
Waldman, and Thatcher, 2008, p. 351)라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자본개념이 전통적인 경제자본에서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으
로의 확장에 이어 심리자본으로까지 확장되었고, 그로 인해 심리자본에 대한 투
자가 조직의 경쟁우위 확보에 이점을 가져온다고 인식되고 있다(안화용･한인수,
2013, p. 103).

조직의 경쟁력은 인적자원과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구성원들의 성장
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문화에서 나오며, 특히,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엔론 사태
등과 같은 기업의 윤리성 붕괴 문제가 대두되면서 리더의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
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진성리더십이 주목받게 되었다(오현아,
2017, pp. 13-15).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구성원의 심리자본을 향상시키는 진성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신뢰,
희망 등 긍정적인 심리를 고양시켜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한봉주, 2015, p. 50).
일각에서는 군 리더십은 권위적이고 때로는 강압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기도 하지만 최병순(2004)의 베트남전 경험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전투 시에 어떤 지휘관을 가장 잘 따르겠느냐’라는 질문에 ‘인간적인 지휘관’으
로 답한 인원이 대부분(59.6%)이었고, ‘강압적인 지휘관’이라고 답한 인원은 불
과 4.7%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이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리더십보다는 오히
려 인간 중심의 리더십이 더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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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본질적 정서와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함을 의미한다(이
강국, 2015, p. 34).
최근까지 군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그 유형이 가깝다고 인식되어 군 조직
에서는 진성리더십이 관심을 덜 받아왔다. 그 이유는 군 조직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전장에서 인간에 대한 살상행동을 해야 하는 군 지휘관들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조직과 달리 대안적 리더십을 도입하기 어려
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내부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오히려 군 조직에
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국
방리더십 연구보고서, 2011: 양경흠･김정식･김정수, 2017에서 재인용, p. 4). 사
실 육군본부(2012)는 도덕성을 리더의 품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으며, 시대에 따라 군이 요구하는 리더십의 유형이 변천되어 왔지
만 최근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군에서 진성리더십과 같은 대안적 리더십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양경흠 외, 2017, p. 4).
또한 군 조직은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등 4개의 상이한 신분으로 구성되어
그 임무와 역할을 달리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장교와 부사관은 조직
참여의 동기가 서로 다른 장기복무자와 단기복무자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
다. 장기복무자는 직업으로서 군을 선택하였지만, 단기복무자는 병역의 의무를
이수하고자 입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이한 신분과 상이한 참여 동기를 가진
이질적인 구성원을 가진 군 조직에 대한 연구는 보다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
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분별로 조직 참여 동기와 역할 기대가 다르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조직에 대한 조직연구는 계층과 신분별로 구분하여 접근
함으로써 보다 세밀하게 조직현상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혁신행동(혁신활동과
혁신성향)과 직무만족에 초점을 맞추어 그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조직문화와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자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관리자 계층인
소령과 중령을 대상으로 관리자(지휘관 혹은 부서장)로서의 경험에 따른 조절효
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간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최고경영층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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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이에서 소통 촉진자의 역할은 물론 조직원들의 분위기와 감성적 요구를
조정하는 치료자(therapist)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남차현, 2018, pp.
27-28). 이러한 연구의 시도와 조사결과는 군 조직에서 혁신행동과 직무만족에
대한 리더의 영향과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의 역할을 예측할 수 있으며, 조직의
관리자로서의 경험이 개인의 성과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진성리더십이 부하의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하고자 한다. 둘째, 진성리더십이 부하의 혁신행동(혁신활동과 혁
신성향)과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고자 한다. 셋째, 부하의 긍
정심리자본이 혁신행동과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고자 한다.
넷째, 진성리더십과 부하의 혁신행동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하의 긍정심
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다섯째, 관리자로서의 경험이 긍정심리
자본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인 심리자본은 개인 간, 집단 간 그리고 조직 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발전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귀중
한 자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Luthans & Youssef 2004, p. 149), 직원의 태도
와 행동은 물론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vey, Reichard, Luthans, and
Mhatre, 2011, p. 130). Luthans(2002)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낙
관주의(optimism), 회복력(resilience)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된 긍정심리자본을 제
안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의 과정으로 동기부여와 인지적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자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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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Bandura, 1997 : Luthans, 2002에서 재인용,
p. 8). 일반적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운
일을 선택하며, 주저 없이 도전하고, 스스로 동기부여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필
요한 노력을 투자함과 아울러 어려움이나 난관에 직면할 때 이를 참고 극복해낸
다(Luthans 2007: 오현아, 2017에서 재인용, p. 34).
희망은 특정한 목표를 자신이 직접 추구하는 수행의지와 목표 달성경로에 대한
견해에 근거한 동기부여 상태를 의미한다(Snyder, 2000: 이동섭 외, 2009에서 재
인용, p. 318). 목표에 대한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희망은 자기효
능감과 유사하지만, 목표가 성취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효
능감과 구분된다. 즉, 자신의 목표성취 동기, 의지 및 결심을 이끌어내는 내재화
된 통제력, 목표를 달성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창출되는 구체적인 경로들과
대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이동섭 외, 2009, p. 318). 높은 수준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방법이나 새로운 대체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Luthans & Youssef, 2004: 오현아, 2017에서 재인용, p. 35).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사건들의 발생을 내재적, 항구적, 지배적인 요인들의 결
과로 간주하고, 부정적인 사건들은 외부적, 일시적, 특수한 상황적 요인들에 의
한 것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며, 긍정적 심리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Luthans & Youssef, 2007, p. 331). 낙관주의는 미래에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
고 예측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상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
든 또는 과거든 미래든, 어떠한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인과 속성을 고려하는 것까지 포함된다(Luthans & Youssef, 2004, p.
153). 이러한 이유로 낙관주의는 우울증, 죄책감, 자기 비난 및 절망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비우호적인 삶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Luthans & Youssef,
2004, p. 153). 낙관주의는 희망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Luthans(2002, p. 11)는 낙관주의와 희망 간의 주요한 개념적 차이점에 대해 낙관
주의는 타인과 자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형성되는 반면, 희망은 자아로부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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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회복력이란 역경을 극복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고,
위기상황에 반응하여 자신을 올바르게 성장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회복력은 좌절을 경험한 개인들이 본래의 균형점을 넘어 성장하
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Bonanno, 2004; Reivich &
Shatte, 2002; Ryff & Singer, 2003; Sutcliffe & Vogus, 2003: Youssef & Luthans,

에서 재인용, p. 334).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희망과 낙관주의가 명확하게
파악된 원인들을 통해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대안을 계획할 수 있는 상황
에서 적용 가능성이 큰 반면, 회복력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즉흥적인
대응과 유연함, 적응력이 요구될 때 그 가치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이동섭 외,
2009, p. 321). 또한, 긍정심리와 긍정조직행동 관점에서의 회복력은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개발되고 학습 가능한 역량으로 이해된다(Masten, 2001;
Masten & Reed, 2002: 강호철･이도화, 2016에서 재인용, p. 131).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 각각의 개별적인 효과보다는
네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Youssef & Luthans, 2007: 최광우･이승윤, 2017에서 재인용, p. 384). 초기에
는 네 가지 심리역량은 서로 독립된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기본적인 판별타
당성도 제시되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업무나 목표달성을 위한 인
지상태나 동기부여 경향과 관련되어 있고, 개인의 긍정적인 인지상태를 핵심으
로 삼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긍정심리자본으로
통합하여 인지할 경우 조직성과에 더 크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선우 외, 2013, p. 39).
2007

2. 진성리더십(authentic leadership)

진성리더십은 긍정심리학과 긍정조직학의 영향(Cameron, Dutton & Quinn,
2003; Luthans, 2002;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을 받아 기존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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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 강조했던 기술이나 스타일보다는 자기이해, 신뢰, 희망, 의미성
(meaningfulness)과 같은 품성과 가치를 리더십의 핵심으로 강조한다(박정원･손
승연, 2016; 윤정구, 2012: 양경흠 외, 2017에서 재인용, p. 3). 한편, 조경주와
권혁기(2016, p. 122)는 진성리더십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확고한
자아인식, 도덕성, 타인에 대한 투명성, 의사결정 시 균형 잡힌 처리 등을 통한
역할모델을 강조하면서 다른 리더십들과 비교해 더욱 총체적이며, 투명하고, 인
간적인 접근법이라 하였다. Avolio 등(2004: 진윤희, 2016에서 재인용, p. 304)은
진실된 리더란 “자신과 타인들의 가치들과 도덕적 관점, 지식, 강점 및 자신들이
행동하는 맥락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사람들로서, 자신 있고, 낙천적이
며, 유연하고 높은 도덕적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진성리더십을 바
람직한 리더십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Walumbwa 등(2008: 오현아, 2017에서 재인용, p. 16)은 진성리더십은
긍정적인 심리역량과 함께 긍정적인 윤리적 분위기를 이용하고 촉진시킴으로써
리더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인식,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 균형 잡힌 정보처
리와 관계적 투명성을 통하여 부하들의 긍정적인 자기개발을 촉진하는 리더의
행동유형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성리더십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첫
째, 긍정적 심리역량과 윤리적 분위기가 진성리더십 개발을 촉진시키기는 하지
만 진성리더십 자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둘째, 자아인식(self-awareness)과 함
께 균형 잡힌 정보처리(balanced processing of information), 관계적 투명성
(relational transparency),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이
진성리더십의 핵심요인이다. 셋째, 진성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진정성 있
는 상호관계로서 리더와 구성원이 성장하는 데 서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오
현아, 2017, p. 16). 즉, 진성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
고,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며, 이를 행동으로 보여줌과 아울러 부하들과
투명하면서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한다(Avolio, et. al., 2004; Avolio and Gardner,
2005: 진윤희, 2016에서 재인용, p. 304).
한편 진성리더십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이나(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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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014), Walumbwa 등 (2008)이 제안한 자기인식과 관계적 투명성 그리고 내
재화된 도덕적 관점과 균형된 정보처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
나 Avolio 등(2005)은 이들 하위변수들이 각각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는데(진윤희, 2016, p. 304), 이는 연구의 대상과 그 대상들의 상황적
맥락이 달라짐에 따라 그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분화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
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혁신행동

양심파, 2018, p. 44에서 재인용)는 혁신은 변화를 통해
기대되는 혜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적 시도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업무 프로
세스, 제품을 집단이나 조직에 의식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혁신행동
이란 새로운 기술과 절차, 제품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거나 자극하고 향상시
키며 실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계획의 수립 및 일정을 편성하는 등
의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최인옥 등(2011: 진윤희, 2016에서 재인용, p. 305)은 혁신행동은 자신의 업무
나 조직 성과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 업무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결과의 증진을 도모하는 업무행동
이라고 하였다. 즉, 혁신행동은 자기 과업이나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 가능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West, 1989; West and Farr, 1990; 이지우, 2002), 개인이
문제나 변화 필요성을 깨달아 변화과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문제의 인식, 아이디
어 창출, 대안개발과 수용, 이의 실천과 확산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Amabileetal, 1996; 송병식, 2005: 전상철, 2013에서 재인용, pp. 50-51).
백영미(1998, p. 44)는 태도와 행동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태도
와 행동이 의도를 통해 연결된다고 하면서, 실증 연구를 통해서 혁신에 대한 개
인의 태도는 혁신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Damanpour(1991: 양심파, 2018에서 재인용, p. 6)는 개별 구성원들의 혁신활동
Scott & Bruce(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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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용 수준과 혁신활동의 실천 수준을 혁신성향으로 보았다. 개인의 태도와
동기부여는 행동과 관련되는데, 혁신에 대한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Ettlie & ÓKeefe(1982: 양심파, 2018에서 재인용, p. 6)는 혁신행동은 개인의 혁
신성 혹은 혁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개인의 혁신행동은 혁신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려고 하는 성향(intention 혹은
attitude)과 구체적인 활동(activity)으로 구성된다.
4.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산업 및 조직심리학 혹은 인사관리/조직행동 분야에서 직무성과와
연계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들 중의 하나이다(오인수･김광현･Darnold･황종
오･유태용･박영아･박량희, 2007, p. 47). 직무만족을 최초로 연구한 Hoppock
(1935)은 직무만족을 사람이 ‘나는 직무에 만족한다’ 말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심리･생리･환경적 상황의 조화라고 정의하였다. Alderfer(1972)는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대하는 일련의 태도이며, 직무 혹은 직무의 수행결과로부
터 채워지는 즐겁고 기쁘며 긍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Smith(1995)는
직무만족이란 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총화
또는 이러한 감정의 균형상태에서 기인되는 일련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김승
언, 2012, p. 6).
Netermeyer & Maxham(2007)은 직무만족을 ‘직무수행 과정에서 그들의 욕구
가 충족되어 직무에 대한 관심, 애착과 열의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직무 태도’로
정의하였으며(조경주･권혁기, 2016, p. 126), Weiss 등(1999: 김주엽･이혜진,
2014에서 재인용, p. 161)은 직무만족을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직무상황에 대해
서 내리는 긍정적(혹은 부정적)인 평가적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직무만족은 내재적 및 외재적 요인에 따르는데, 구체적으로 내재적 요인은 직
무수행방식의 자율성, 고용안정성, 직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취감 등을 포함하
고 있으며, 외재적 요인은 상사의 관리방식과 직무능력, 회사의 정책실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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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 근로조건, 승진, 칭찬과 격려 등으로 구분한다(조경주･권혁기, 2016,
pp. 126-127).

5. 리더의 혁신역량과 군의 인사운영

혁신행동의 선행요인 연구는 그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개인수준의
선행요인으로는 개인의 특성, 창의성, 지능, 자기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적 능력,
조직분위기, 리더십 유형, 역할 기대 등으로 확인되었다(설지수･정원호, 2018).
또한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구성원의 혁신행동 유
발에 상사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Bass, 1981; Peters, 1987), 이는 리더
십이 부하의 조직몰입, 효과성, 창의성 등과 같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
문이다(Zhang & Bartol, 2010: 설지수･정원호, 2018에서 재인용).
군 조직, 특히 장교 계층의 인사운영은 초급장교를 거쳐 장성급 장교로의 성장
을 위해 군 내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체로 전투력을 투
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야전 부대부터 각급 제대의 행정 및 정책업무를 수행하
는 참모부서를 오가는 형태로 경력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소령과 중령 중 지휘관이나 참모와 같은 관리자(리더) 직무의 경우에는 관할
하는 부하병력의 규모가 크고, 재량권의 범주가 넓은 업무환경인 반면, 사령부
등 상급제대의 참모부서 담당자 직무의 경우에는 특정 직능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같이 관리자 직무와는 상반된 업무환경에 놓이게 된다. 특히, 관
리자(리더)는 부대(서)의 기본임무는 물론 지휘관이 부여하는 다양한 과제 수행
을 위해 담당자와 비교할 때 보다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은 물론 부하에 대한
업무지시 및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업무노하우 전달과 같은 코칭업무까지
그 업무의 범주가 광범위하다. 이와 같이 상이한 업무환경에 노출된 경험은 개인
의 심리자본이나 혁신행동, 직무만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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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1. 진성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

오현아(2017)는 금융기업 3개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성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잡크래프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진성리더십이 긍정심리자
본, 조직동일시, 잡크래프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봉주(2015)는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자본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진성 리더는 구성원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실되게 표현
하여 부하들과의 신뢰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서 미래 성공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됨으로
써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진성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진성리더십은 긍정심리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진성리더십과 혁신행동, 직무만족
가. 혁신행동과의 관계

은 서울의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진성리
더십이 변혁적 리더십보다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과 혁신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수형(2018)은 부산･경남지역의 중소기업 종업
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이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Schuckert, et. a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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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진성리더십과 혁신행동(혁신활동과 혁신성향) 간의 관계에 대
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진성리더십은 혁신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진성리더십은 혁신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직무만족과의 관계

이홍기(2014)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과장급 이하의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상
사의 진성리더십에 대한 부하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분석하여 진
성리더십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조경주･권혁기(2016)는 여행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직무만족이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협력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 내 구성원들의 협력
적인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진성리더십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구성원들
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하여 진성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진성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긍정심리자본과 혁신행동, 직무만족
가. 혁신행동과의 관계

최석봉(2018)은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15개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셀프리더
십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긍정심리자본이 구성원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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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상규와 안관영(2018)은
폴리텍대학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소속 조직에 대한
애사심이나 소속감보다 혁신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긍정심리자본과 혁신행동(혁신활동과 혁신성향)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5. 긍정심리자본은 혁신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긍정심리자본은 혁신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직무만족과의 관계

등(2011)은 51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상당한 경험적
증거들이 긍정심리자본과 다수의 조직성과(예 : 직무만족, 웰빙, 직무수행, 조직
시민행동 등)의 긍정적인 관계가 잘 성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김주엽과 김명수(2011)는 조직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적･부정적 정서와 생애만족의 간접효과를 연구하여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
서 긍정심리자본이 정서상태뿐만 아니라 조직성과 향상에도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므로 이를 개발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Avey

가설 7.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연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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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진성리더십과 다양한 성과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명수
와 장춘수(2012)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진성리더십과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진윤희(2016)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진성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
는 유의하지 않으며, 진성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을 거쳐 혁신행동으로 가는 간
접효과는 유의하여 긍정심리자본이 진성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에 완전 매개변수
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김동철(2018)은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긍정심리자본이 진성리더십과 직무
만족,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순철과 민윤기
(2015)는 육군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진성리더십과 조
직효과성(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고 보고하
였다. 한지훈과 양해술(2016)은 국내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환경 적합
성, 긍정심리자본, 혁신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하여 긍정심리자본이 개인환경 적합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
다. 특히 개인-환경 적합성 자체가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
니라 선행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형성될 때 혁신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
석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진성리더십과 혁신행동(혁신활동 및 혁신성향), 직무
만족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8-1. 긍정심리자본은 진성리더십과 혁신활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8-2. 긍정심리자본은 진성리더십과 혁신성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8-3. 긍정심리자본은 진성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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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리자 경험과 혁신행동

설지수･정원호, 2018에서 재인용, p. 126)는 리더의 특성으로 혁
신의 필요성과 혁신을 통하여 변모될 조직의 미래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즉, 리더는 조직의 의사결정자로서 지속적인 혁신활동
을 통해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구성원을 설득하여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다(Kanter, 1983: 남길석, 2016에서 재인용, p. 26). 또한 백영미(1998, p. 98)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한 결과 조직 내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혁신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면서 그 이유를 Fishbein & Ajzen(1975)의 주장
처럼 조직 내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
나고, 이는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과 권한이 강하게 부여되며 그에 따라 재량영역
도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군 조직 내에서 소령과 중령 계층은 계급구조상 조직의 중간관리자 계층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의 순환보직 인사운영에 의해 통상적으로 1~3년을 주기로
관리자와 담당자의 역할을 번갈아 보직하게 된다. 그러나 병과의 임무나 해당
조직 구성의 특성이 각기 상이하고, 개인별로 보직경로가 상이하다 보니 동일
계급에서도 관리자(리더) 보직을 경험하는 시기가 각기 달라지게 된다.
이들이 수행하는 관리자(리더)의 역할은 주로 부대병력의 작전이나 임무를 직
접 지휘하는 지휘관, 부대의 다양한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참모부서의 장이다.
이를 통상 지휘관참모라 부르는데 이들은 자신의 부대나 부서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게 되며, 다양한 작전과 임무수행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타 부대(서)장과의
많은 의사소통과 협업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령으로서 관리자(리더)의
경험 유무에 따라 그들의 심리자본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논의를 바탕으로 관리자 경험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Kanter(1983:

가설 9-1. 긍정심리자본과 혁신활동의 관계는 관리자 경험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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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9-2. 긍정심리자본과 혁신성향의 관계는 관리자 경험의 유무에 따라 차이
가 있다.
4.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제시한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독립변수로 진성리
더십을, 종속변수로 혁신행동(혁신활동과 혁신성향)과 직무만족을 설정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진성리더십과 혁신행동 및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변
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관리자 경험을 긍정심리자본과 혁신행동(혁신활동과
혁신성향)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공군의 중간관리자 계층인 소령과 중령이 인식하는 진성리더십이
조직성과 변수인 혁신행동(혁신활동과 혁신성향)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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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이들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개인의 관
리자 경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설
문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
받은 설문지를 본 연구의 대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것이다.
설문조사방법은 공군본부의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공군에서 재직 중인 소령
과 중령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560명에게
배포하였으며 407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작성내용에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41부를 제외한 366부를 최종표본으로 하여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계급 구성은 소령이 244명(66.7%), 중령이
122명(33.3%)이며, 현재 보직은 관리자(지휘관이나 부서장)가 151명(41.3%), 담
당자가 215명(58.7%)이다. 이들 중 관리자 직위를 경험해 본 사람은 262명
(71.6%), 관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104명(28.4%)이며, 병과별 구성은 조종병과
가 104명(28.4%), 일반병과가 262명(71.6%)이고, 성별은 남자가 347명(94.8%),
여자가 19명(5.2%)이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각 항목들은 리커트 방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진성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Walumbwa, Avolio, Gardner, Wernsing,
& Peterson(2008)의 진성리더십 문항(ALQ: Authentic Leadership Questionnaire)
을 사용하였으며, 공군 장교계층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서 16개 항목을 작성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Avolio, Gardner, & Luthans(2007)가 개발한 심리자본 설문지
(PCQ: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으며 구성문항은 자기효
능감 6개, 희망 6개, 낙관주의 6개, 회복력 6개 등 총 24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혁신행동은 Scott & Bruce(1994)가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전상
철(2013), 남길석(2016) 등 국내연구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되었으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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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동 6개, 혁신성향 6개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무만족은 박신국(2016)의 연구에서처럼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된 Quinn
& Stains(1979), Steers & Porter(1979), Nyhan & Marlowe(1993) 등이 사용한 문
항 중 1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통계패키지인 SPSS 20.0v과 LISREL을 사용하
였다. 첫째, 사용된 설문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변수(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파악
을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제시한 연구가설 검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통하여 인정된 요인들로부터 추출된 요인점수를 이
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들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관리
자 경험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평행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Ⅴ. 분석결과
1. 요인분석과 신뢰도

가설검정 이전에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식
은 주성분 분석으로 하였으며, 회전방식은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
여 아이겐값(eigen value)이 1.0 이상 되는 것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진성리더십의 경우 투입된 문항 중 요인 적재값이 0.673, 0.656, 0.629로 상대
적으로 낮은 3개 항목을 제거하고 13개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요인분석결과, 기존 연구와 달리 ‘낙관주의와 회복력’, ‘희망
과 자기효능감’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졌으나, ‘낙관주의와 회복력’은 신뢰도
가 0.602로 낮아서 요인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희망과 자기효능감’ 5개 문항을 ‘긍정심리자본’ 한 가지 요인 으로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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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혁신행동은 요인분석결과 혁신활동 요인 6개 문항 중 1개, 혁신성향 요인
6개 문항 중 2개를 제거하고 혁신활동 5개, 혁신성향 4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직무만족은 요인분석결과 내생적 만족요인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고
분산되고, 외생적 만족요인 4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요인별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통한 내적 일관성 분석을 이
용하였다. Cronbach’s α값은 진성리더십=0.953, 긍정심리자본=0.862, 혁신활동
=0.865, 혁신성향=0.834, 직무만족=0.819로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변수의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고,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기술통계에 제시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요인점수의 경우, 평균 0 표준편차 1
이기 때문에, 기술통계에 제시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 변수들의 항목별 기술통
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상관관계는 요인분석 시 산출된 요인
점수들의 상관관계이다.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심리자본은 혁신활동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진성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 혁신성향과 긍정심리자
본은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혁신활동과 혁신성향, 직무만족
사이에는 무상관관계가 나타났다.
1)

요인분석결과 ‘희망과 자기효능감’ 5개 문항만을 한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는 4개
요인으로 구성된 긍정심리자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Youseff &
Luthans(2007)는 4개 요인 각각의 개별적 효과보다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더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정선우 외(2013) 역시 각 요인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긍정
심리자본을 통합하여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어 이를 긍정심리자본을 대표한
다고 볼 여지도 있다.
173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1호･2019년 봄호(통권 제123호)

<표 1> 요인분석결과 및 신뢰성 검정 결과

요인

진성
리더십

긍정
심리
자본
174

요인
설명된 누적
측정항목
적재값 고유값 분산비율 분산비율 신뢰도
나의 상관은 자신이 실수를 할 때 그 .815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한다.
나의 상관은 부하들이 그들의 솔직한 .846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나의 상관은 어렵더라도 진실을 밝힐 .832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상관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826
일치된 행동을 한다.
나의 상관은 중요한 가치와 신조에 .793
입각해서 결정을 내린다.
나의 상관은 부하들에게도 스스로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736
강조한다.
8.346 64.197 64.197 0.953
나의 상관은 어려운 의사결정의
.766
경우에도 윤리적 기준에 따른다.
나의 상관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의견들을 많이 말해 주기를 바란다. .791
나의 상관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836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나의 상관은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 .825
유지에 필요한 의견들을 구한다.
나의 상관은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749
평가하는지 스스로 잘 안다.
나의 상관은 중요한 쟁점에 대한
.812
자신의 입장을 재고할 줄 안다.
나의 상관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780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안다.
나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석해서
.812
해결책을 찾는 일에 자신있다.
나는 직장에서 난관에 부딪쳤을 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806 3.247 64.948 64.948 0.862
생각해 낼 수 있다.
나는 상관들과의 회의에서 자신있게 .800
나의 직무 분야를 대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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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긍정
심리
자본

혁
신
활
동
혁
신
행
동
혁
신
성
향

직무
만족

요인
설명된 누적
측정항목
적재값 고유값 분산비율 분산비율 신뢰도
우리 군(혹은 병과)의 전략에 관한
논의가 있다면 참석하여 자신있게 .802
공헌할 수 있다.
나의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809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
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806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내용을 조사하고 준비하는
.737
편이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적정한 계획과 세부 내용을 세우고 .725 4.682 36.015 36.015 0.865
있다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851
경우가 많다.
나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직무기법이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790
제시하는 편이다.
나는 부재중인 동료를 도와서 업무 .763
차질이 없도록 해준다.
나는 업무 부담이 많은 동료들을
.811
도와주곤 한다.
나는 시간을 내어 동료들의 문제와 .769 2.445 18.807 54.822 0.834
고민을 들어준다.
나는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신입사원이나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된 .812
직원이 업무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현재 나의 보수 수준이 다른 직원들과 .783
비교했을 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능력이나 성과를 볼 때, 승진이 .840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나는 수행하는 업무수준을 고려할 때 .809 1.498 11.524 66.346 0.819
적정한 보수를 받고 있다.
동기들과 비교하여 볼 때 승진이
.806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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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평균
진성리더십 3.69
긍정심리자본 3.86
혁신활동 3.66
혁신성향 3.94
직무만족 3.72

표준
편차

진성
긍정 혁신
리더십 심리자본 활동

혁신
성향

.760

1

.579

.324**

1

.582

.237**

.672**

1

.476

.120*

.262**

.000

1

.673

.229**

.100

.000

.000

직무
만족

1

** p<0.01, * p<0.05

3. 적합도

모형적합도 수준으로  의 변화량이 유의미한가를 확인하였으며, RMSEA,
Standardized RMR, NFI, CFI, IFI, GFII 등 여러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확인하였
다. 일반적으로 RMSEA, SRMR은 .05 이하일 경우 좋은 수준으로 적합함을 의
미하며, NFI, CFI, IFI, GFI는 .90 이상에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
한다.
적합도 검정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전체표본 적합도는  =26.45,
RMSEA=0.147, NFI=0.916, CFI=0.922, IFI=0.924, SRMR=0.050, GFI=0.972로
나타났다. 이 중 RMSEA가 0.147로 우수하지 않지만, 다른 적합도 지표들이 우
수하므로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관리자 경험이 있는 그룹과 관리자
경험이 없는 그룹의 모형 역시 적합도를 분석하였는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표본의 적합도와 유사하여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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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

구분

전체표본

관리자 경험 유

관리자 경험 무

26.45***

17.62***

9.31**

RMSEA

0.147

0.137

0.133

NFI

0.916

0.927

0.900

CFI

0.922

0.936

0.924





IFI

0.924

0.938

0.930

Standardized RMR

0.050

0.048

0.055

GFI

0.972

0.974

0.968

*** p<0.01,** p<0.05

4. 가설검정
가. 직접효과

각 요인 간의 관계를 가정한 가설 1부터 가설 7까지의 검정은 경로분석을 통
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Panel A는 직접효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Panel B는 관리자 경험의 유무로 집단을 분할한 후, 계수값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이다.
첫째, 가설 1에 대한 검정결과 진성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경로계수 0.32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
는 진성리더십이 구성원들의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오현아
(2017), 한봉주(2015) 등 국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기업 및
공공조직뿐만 아니라 군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진성리더십이 구성원 개개인의
긍정심리자본을 제고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설 2와 가설 3에 대한 검정결과 진성리더십이 혁신행동(혁신활동과
혁신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와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이는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Schuckert et, al.(2018)의
연구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수형(2018)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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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진윤희(2016)의 연구와는 동일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
를 바탕으로 진성리더십의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은 직종 혹은 조직문화에 따라
상이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가설 4에 대한 검정결과 진성리더십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경로계수 0.22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
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이나 공공조직과 마찬가지로 군 조직에서도 진성
리더십이 직무만족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경로분석 : 가설 1~7, 9-1, 9-2 검정
○ Panel A : 경로분석 직접효과

가
설
H1
H2
H3
H4
H5
H6
H7

전체표본
관리자 경험 유 관리자 경험 무
경로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진성리더십 → 긍정심리자본 0.324 6.53*** 0.358 6.18*** 0.244 2.54**
진성리더십 → 혁신활동 0.021 0.52 0.039 0.78 0.002 0.02
진성리더십 → 혁신성향 0.039 0.73 0.035 0.57 0.033 0.33
진성리더십 → 직무만족 0.220 4.07*** 0.311 4.96*** 0.056 0.55
긍정심리자본 → 혁신활동 0.665 16.21*** 0.624 12.21*** 0.719 10.15***
긍정심리자본 → 혁신성향 0.249 4.67*** 0.308 4.90*** 0.129 1.27
긍정심리자본 → 직무만족 0.028 0.53 0.047 0.76 -0.026 -0.26

○ Panel B : 평행성 검정(Parallelism Test)
H9-1
H9-2

관리자 경험 유 (0.624) - 관리자 경험 무 (0.719)
H6 관리자 경험 유 (0.308) - 관리자 경험 무 (0.129)
H5

-0.095

Z= -1.53

0.179

Z= 2.36**

*** p<0.01, ** p<0.05, * p<0.1

넷째, 가설 5에 대한 검정결과 긍정심리자본이 혁신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경로계수 0.66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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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가설 6에 대한 검정결과 긍정심리자본이 혁신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경로계수 0.24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 역시 채택
되었다.
다섯째, 가설 7에 대한 검정결과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기각되었다.
위의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나. 조절효과 분석

구성원의 관리자 경험이 긍정심리자본과 혁신활동, 긍정심리자본과 혁신성향
간의 관계에서 각각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 4>의 Panel B와
같이 평행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평행성 검정결과 관리자 경험이 긍정심리자본
과 혁신활동 간의 관계에서는 그 차이가 –0.09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긍정심리자본과 혁신성향 간의 관계에서는 0.179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관리자 경험은 긍정심리자본과 혁신성향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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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Kanter(1983)가 혁신의 필요성과 혁신의 결과(비전)를 조직원에게 설득
할 수 있는 리더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실제 군 조직에서 관리자(지휘관 혹은 부서장)는 임무달성에 대한 책임감과 조
직 내 압력이 부하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임무달성에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관리자의 주요한 역할은 구성원의 업무수
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자원의 할당, 업무지침 제공 등 코칭활동과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소령과 중령들이 관리자로서 코칭을 수행한 경험이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다른 구성원을 돕고자 하는 심리’를 의미하는 ‘혁신성향’에 상
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다. 간접효과 분석

조직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이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과 종속변수인 혁신활
동, 혁신성향 및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8-1, 8-2, 8-3의 검정을
위하여 <표 5>와 같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표 5>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 가설 8-1, 8-2, 8-3 검정

가설
H8-1
H8-2
H8-3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진성리더십→긍정심리자본→혁신활동 0.021 0.215***
진성리더십→긍정심리자본→혁신성향 0.039 0.081***
진성리더십→긍정심리자본→직무만족 0.220*** 0.009

총효과
0.237***
0.120**
0.229***

*** p<0.01, ** p<0.05, * p<0.1

진성리더십에서 긍정심리자본을 거쳐 혁신활동, 혁신성향으로 가는 간접효과
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은 진성리더십과 혁신활
동, 혁신성향 간의 사이를 각각 전부매개(full meditation)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성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의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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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진성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한
다는 김동철(2018)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김순철과 민윤기(2015)의 육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이 다른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6급 이하 공무원 혹은 중위 이하 군 간부가 표본의 70% 이상을 차지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대상이 중간관리자 계층인 소령과 중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해석

본 연구는 공군의 소령과 중령을 대상으로 진성리더십이 혁신행동(혁신활동
과 혁신성향)과 직무만족에의 영향을 확인하고, 진성리더십과 혁신행동(혁신활
동과 혁신성향),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실증하였
으며, 또한 긍정심리자본과 혁신행동(혁신활동과 혁신성향) 간의 관계에서 관리
자 경험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성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며, 긍정심리자본이 혁신행동(혁신활동과 혁신성향)
에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고, 진성리더십에서 긍정심리자본을 거쳐 혁신
행동(혁신활동과 혁신성향)으로 가는 간접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성리더십에서 혁신행동(혁신활동과 혁신성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은 진성리더십과 혁신
행동(혁신활동과 혁신성향) 간의 사이에서 전부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성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반면, 긍정심리자본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며, 진성리더십에서 긍정심리자
본을 거쳐 직무만족으로 가는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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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관리자(지휘관 혹은 부서장) 경험 유무는 긍정심리자본과 혁신성향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혁신활동 간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군 조직에서도 진성리더십이 구성원들의 긍정심리자
본을 증대시키고, 조직효과성 지표인 혁신행동(혁신활동과 혁신성향)을 향상시
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군 조직, 특히 소령 및 중령과 같은 중간
관리자 계층에 대한 조직행태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성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혁신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심리자본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이 선행변수로서 군 조직에서 혁신활동과 혁신성향 등
혁신행동 전반에 걸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조직 차원에서 긍정심리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군 조직 내에서 진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훈련 노력이 필요
하다. 실증분석 결과 진성리더십이 군 장교 개인의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모두
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군 조직문화
가 경직되고 수직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권위적이고 거래적인 리더십으로 인
식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긍정조직관리 관점에서 진성리더십은 적절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진성리더십은 군의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부터 야기되는 집단사고 등과 같은 조직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성리더십의 개발을 위해 현재 계급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군
의 리더십교육체계를 재점검하여 장교들이 진성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계급별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조직관리자들의 이해와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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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조직관리 노력이 요구된
다. 특히 긍정심리자본이 진성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긍정심리자본의 개발은 직접적 경험
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긍정적인 간접경험, 대리학습, 긍정적 모델링 및 교
육훈련을 통한 설득 등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Luthans & Youssef, 2004;
Luthans & Youssef, 2007: 김동철, 2018에서 재인용). 특히, 공군리더십센터에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대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에 부대원들
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추가한다면 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부대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관리자 경험이 긍정심리자본과 혁신성향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
는 것을 고려해 중견 간부들의 역할과 관리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즉, 장교
들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지휘관이나 부서장 같은 관리자 직위에 보임시키는
등 병과별 경력관리의 변화를 검토할 만하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에 대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
였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수집된 자료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횡단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해
당 변수 간 인과관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군 장교 집단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화에 따른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공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이므로 분석결과를 군 전체를 대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향후 육･해･공군별 구분은 물론 장교･부사관･병･군무원 등 다양한 신분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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