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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상으로 진정성리더십이 정심리자본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에 미치는 향을 악해 보고자 하 다. 특히 승무원의 진정성리더십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의 계에 

있어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 으로써 진정성리더십 연구의 이론 ·실무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 다. 국내 두 형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며, 편의표본추출을 통해 390부의 

설문지를 항공사 승무원을 상으로 회수하 으며,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377부를 활용하 다. 

SPSS 21.0과 AMOS 22.0을 통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진정성리더십

은 이론  고찰을 통해 자기인식, 계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 , 균형  정보처리의 하 요인으로 구

분하 으며, 이  자기인식과 내면화된 도덕 이 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심리자본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정성리더십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의 계에 있어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부분 으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항공승무원의 인식  행동에 향을 미치는 

진정성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마련을 통해 항공승무원들의 정 인 업무태도의 활성화 

추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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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authentic leadership influence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CO-OCB) in airline 
service context. Moreover, this study was design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CO-OCB to provide fundamental and 
practical information for airline industry. A convenience sample of 390 flight attendants was 
surveyed and a total of 377 usabl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n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S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authentic 
leadership was divided into 'self-awarenese', 'relational transparency', 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 and 'balanced process'. Secondly, 'self-awarenese' and '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 influence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irdl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fluenced CO-OCB. Fourtjl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mediating effects partially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CO-O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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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항공운송시장은 세계경제  유가의 불안정, 비용

항공사 성장, 지역별 통합 항공운송시장 구축에 따른 

항공사 간 경쟁 심화 등 변하는 경 환경으로 신과 

도 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시간 동안 한정된 공간

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객실 승무원의 경

우 매 비행마다 을 이루어 근무를 해야 하는 독특한 

근무 환경 속에서 동료와 더불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고객  상황에서 상사의 리더십  정심리자

본은 구성원의 신과 도  나아가 조직의 경쟁우 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와 함께 리더십과 정심리자본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으로 일어나고 있는 탐욕과 부

패로 인한 문제와 그에 한 반성은 리더들의 진정성 

확보에 한 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국내외 리더

십 연구에서 진정성리더십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되었

다[1]. 기업들은 생존을 한 성과압력에 시달리고 있으

며  이익 창출을 해 비윤리  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

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에 신뢰, 

희망, 낙 주의, 의미성과 같은 기본  인간가치를 지향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으며, 진성리더십이 

이러한 시  요구에 부합된다[2].

한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 CO-OCB)은 성과 증진을 

한 방법과 차  제도 등에서 변화를 규정하고 실

행하기 한 건설 인 노력으로[3] 조직의 변화를 가속

화시키는 구성원의 자발  역할 외 행동으로서 의미 있

는 변수이다. 재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니

즈는 지속 으로 다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의 

니즈를 맞추고 조직의 경쟁력을 가지기 해서는 서비

스상품을 제공하는 달자 즉 항공승무원이 기존의 매

뉴얼 심의 서비스상품 제공 뿐 아니라 자발  역할 

외 행동 한 요구된다. 진정성리더십은 이러한 변화지

향 조직시민행동에 많은 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로 그 

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4].

연구자들은 특히 정심리자본이 조직에서의 구성원

들의 역할 외 행동에 요한 향을 다고 했는데 

Norman et al.(2010)은 조직에서 명시하지 않은 바람직

한 행동을 자발 으로 수행하게 하는 조직시민행동의 

주요 측변인이 정심리자본이라 하 고[5] Avey et 

al.(2008)과 Walumbwa et al.(2011)은 정심리자본이 

조직시민행동에 정  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6][7]. 

항공기업의 경우 진정성리더십에 한 연구는 미미

한데, 송유진(2015)의 ‘상사의 리더십이 항공사 승무원

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향 : 변  리더십과 진성 

리더십을 심으로’[8] 외 무하다. 이처럼 항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조직의 효과성 역에서의 리더십과 정

인 자기개발 진의 요성으로 인한 정심리자본

이 요한 요인으로 논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

으로 이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항공사 승무원의 진정성리더십에 한 기

연구로서 정심리자본, 변화지향조직시민행동과의 

향 계를 확인해 보고자하며 어느 직무보다 상사와 부

하와의 계가 조직효율성에 큰 향요인이 되는 조직

환경에서 진정성리더십과, 역할 외 행동 진에 필요한 

요인을 규명해 으로써 국내항공기업의 조직 리에 

있어서 경쟁력 확보를 한 효과 인 내부마 과 효

율 인 인 자원 리에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정성리더십
조직에 가해지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기

본 인 자신감, 희망, 낙 주의, 회복력, 그리고 존재의

의를 회복시켜주는 새로운 리더십 근이 요구되는데 

바람직한 리더십유형으로 진정성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이 필요하다[9] 진정성 리더십이란 리더 자

신의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가치, 도덕, 지

식  강  등을 정확히 인식하여 자신과 부하들의 상황

에 맞게 발휘하는 리더십이다[10]. 진정성 리더십이 주

목받고 있는 이유들 의 하나는 훌륭한 리더는 바로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는 리더이기 때문이다[11].

Kouzes & Posner(1993)는 가장 유능한 리더십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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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가 구성원들에게 하는 진정성에 근거한다고 하

고[12], Harter(2002)는 진정성을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해하는 맥락과 일치되게 행동하는 리더의 행동이라

고 했다[13]. 따라서 진정성리더십은 자기인식과 자기

통제를 리더십의 본질로 하고[14], 리더의 진정성은 리

더십의 부분이 아닌 체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가장 핵

심 인 요소이다[15].

조직에서 진정성리더십은 조직상황에서 부하의 행

와 정심리능력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 과

정에서 상사와 부하들의 자기인식과 자기규제가 향상

되고 정  자기아가 개발된다. 자신의 핵심가치와 신

념에 충실하고 진정성의 행 를 보임으로써 상사는 부

하를 정 으로 개발시키고 이로 인해 부하들도 스스

로 리더가 되도록 한다[16].

Walumbwa et al.(2008)은 진정성리더십의 하  구성

요소로서 자아인식, 계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 , 

균형  정보처리 등 네 개의 요인을 규명했고[10], 이들

이 진정성리더십 이론에 범 하게 수용되고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네 개의 구성요소를 간략히 설

명한다.

1.1 자아인식
자아인식은 상사가 자신의 감정, 욕구, 동기 그리고 

자신과 련된 정보를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스스

로의 장 과 단 ,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

들에게 미치게 되는 향을 이해하는 과정이다[17]. 상

사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있고, 자신이 구이며 무엇을 

해 일하고 있는가에 한 인식이 뚜렷할 때 그것이 

상사의 결정과 행동을 고정시켜주는 강력한 닻(anchor)

의 역할을 한다고 하 다[18].

1.2 관계 투명성
계의 투명성은 가까운 인간 계에서 개방성과 진

실성을 소 하게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장

과 약 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17], 조직

내 구성원간의 솔직한 화와 자신에 한 정보교환을 

통해 계  투명성이 높아지면 신뢰를 통해 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기때문에 상사가 자신을 알고 수용 

할수록 구성원간의 개방성, 신뢰성, 생각과 감정의 공유 

수 이 높다[18].

1.3 내면화된 도덕관점
내면화된 도덕 은 구성원 개인이 자신의 도덕  

기 과 가치로 행동하는 자기규제 과정을 의미한다. 

Hannah et al.(2005)[19]는 진정성리더십이 상사가 리더

십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나타내는

지에 주로 을 맞추며, 상사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Luthans & Avolio(2003)는 상사가 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을 발휘하게 될 경우 다른 구성원이 자

신에게 얼마나 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할지에 해 

스스로가 통제력을 갖는다고 하 다[16].

1.4 균형적 정보처리
균형  정보처리는 상사가 의사결정을 하기 에 모

든 자료를 통해 객 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사의 직 에 도 하는 구성원들로부터의 의견을 구

하려는 행 와 련된다[20]. Ilies et al.(2005)[21]는 자

신과 련된 정보에 해 편향되지 않는 정보를 처리하

는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고 객 인 업무피드

백을 제공해주고 최 의 업무 수 을 스스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편으로 홍성화

(2011)가 최고경 진(chief executive officer : CEO)의 

진정성리더십은 조직유효성에 심리자본  학습을 매

개로 한 간 효과를 규명했고[22], 남차 (2013)은 진정

성리더십이 상사신뢰와 구성원의 심리자본과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직 효과를 검증했다[23]. 황국 (2015)

은 CEO의 진정성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치고, CEO의 소명의식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계를 부분 매개하는 결과를 밝혔다[24]. 송유진(2015)의 

항공사 승무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사의 진정성

리더십이 부하의 사기에 정(+)의 효과가 있었으나 부하

의 고객지향성에 직  향을 주지 않는 것을 규명했

다[8]. 이 듯 진정성리더십이 조직유효성, 부하의 태도

나 행 에 미치는 직 효과에 한 연구의 결과는 일

성이 없는 상황인 계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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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네 가지 하 구성요소와 고객지향성 간의 

향 계를 밝 보고자 한다.

2. 긍정심리자본
Luthans(2002)[25]를 심으로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 인 심리역량들을 찾아 조직 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나온 학문

 근이 정  조직행동이며 그 결과인 정  심리

개념이 정심리자본이다[26]. 기업은 격변하는 조직 

환경에서의 경쟁 우  확보와 지속 인 성장을 해 기

존의 경제  자본과 같은 유형의 자본에 한계로 지속  

경쟁우 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인 자본이 등장하 고 

무형 자본으로서 사회  자본이 그 뒤를 이어 등장하

다[22]. 최근 정심리자본이 기업 경쟁우 의 원천으

로 떠오르면서 통 인 경제  자본, 인 자본, 사회  

자본을 넘어 정심리자본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

다[27].

Luthans et al.(,2007)은 정심리자본을 4가지 하

차원의 특징으로 구성하여 설명하 는데[28], 자신의 

도  과업의 성공  수행을 한 노력에 한 스스로

의 자신감(자기효능감), 문제나 역경에 부딪쳤을 때 이

겨내고 성공하기 한 회복력(복원력), 목표를 향한 인

내와 성공 을 한 목표방향의 재설정(희망), 재  

미래의 성공에 한 정  귀인(낙 주의)이 그것이다

[15].

2.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구성원이 과업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스스로의 믿음을 의미한

다[29]. 자기효능감 수 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직무에 

한 심과 흥미, 열정 등을 보여 성과를 향상시키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을 덜하거나 포

기하는 경향이 있다[30]. Stajkovic & Luthans(1998) 

[31]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직무성과와 정  

계를 가진다고 하 다.

2.2 복원력
복원력은 역경이나 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황

에 정 으로 처하고 응하는 특성이다[32]. 복원

력을 가진 구성원은 실을 수용하고 자신에 한 깊은 

믿음과 타인에 한 건 하고 포용력이 있는 태도를 가

진다[33]. Luthans et al.(2006)[34]은 사회  업무  스

트 스가 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력의 역할을 강

조하 고 복원력 향상을 해 지식, 역량, 성격 특성 등

의 개인  자산을 개발하는 략들을 제시하 다[35].

2.3 희망
심리  자본에서의 희망은 목표를 이루기 한 개인

의 지속  노력과 안을 찾으려는 마음이다.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한 동기 인 요소로서, 목표

를 추구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진하도록 

하는 정신 인 에 지라고 정의되었다[36]. 진정성 리

더는 스스로 강한 희망으로 구성원들에게 목표달성을 

한 확신을 주고 목표달성과 성취를 강화하며 력

계를 강화하고 스트 스 상황에 정서 으로 안정된 상

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37]. 

2.4 낙관주의 
Seligman(1998)에 의해 연구되어 온 낙 주의는 

정 인 사건들의 발생을 내재 , 항구 , 지배 인 요인

들의 결과로 바라보고, 부정 인 사건들은 외부 , 일시

, 특수한 상황 요인들의 결과로 바라본다[38]. 낙 주

의 수 이 높은 구성원은 낙 주의 수 이 낮은 사람보

다 자신의 직무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고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39]. 낙 주의는 기질 인 면을 가지기도 하

지만 집 된 개입을 통한 학습과 발 이 가능하다[35]. 

한 정심리자본은 이 네 가지 하 요소를 개별

인 개념이 아닌 하나의 통합  심리자본으로 볼 때 구

성원의 동기부여와 정 인 조직행동 증 를 더 잘 설

명한다[39]. 정심리자본과 조직효과성의 계에 한 

연구로는 홍성화, 최은수(2011)[40]가 구성원들의 정

심리자본이 조직효과성에 직 인 정 효과가 있다고 

규명하 고, 인성호(2013)[41]와 최문정(2014)[35]은 

정심리자본이 조직시민행동과 직무만족에도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미 (2014)[15]은 

구성원의 정심리자본은 직무열의에 정(+)의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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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직무열의는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

치며 뿐만 아니라 정심리자본은 직무열의를 거쳐 변

화지향조직시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침을 입증하

다. 

3.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OCB)은 조직시민행동과 같

은 역할 외 행동의 다양한 유형 에서 조직의 변화와 

발 을 해 자발 으로 수행하는 역할 외 행동이다

[42]. Organ(1988)은 조직시민행동을 조직보상 시스템

에 의해 명시 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의 자발 인 행

동으로 정의하 고[43], Choi(2007)는 업무의 상태와 성

과를 향상시키기 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행

하려는 개인의 자발 이고 건설 인 노력’으로 정의하

다[3]. 

조직시민행동은 7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는 도움, 스포츠맨정신, 조직충성, 규정 수, 시민

정신, 자기개발, 그리고 개인  주도이다[44]. 이러한 7

개 하  요인  마지막 요인인 개인  주도를 제외한 

6개 요인은 ‘기존의 업무 로세스를 부드럽고 효율

으로 진행하기 해 수행하는 진 이면서 친화 인 

행동이고, 개인  주도의 경우 기존의 업무 로세스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수행하기 해 수행하는 

진 이고 도 인 행동으로 구별된다[45].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시민행동의 건설 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친화  OCB는 집단 응집력을 

진시키고 기존의 업무 계나 질서를 유지시키는 행

동 유형인 반면, 도  OCB는 조직성과의 향상을 이

루고 창조와 신을 한 자발  행동이며 변화를 주도

하는 유형이다[46]. 그런데 Choi(2007)는 Podsakoff et 

al. (2000)의 7가지 유형  개인주도성을 제외한 다른 

OCB 유형들은 진 /친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고 하 고 기존의 OCB 유형  조직변화와 개선을 가

져오는 OCB 측면을 강조한 변화지향 OCB를 강조하

다[3].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수로서 가장 빈번한 

것은 리더십 는 리더의 지원[46]과 조직지원 는 조

직분 기이다[3].  

강우규(2015)는 신조직분 기와 진실리더십, 정부

에 한 신뢰가 변화몰입에 향을 미치고, 매개변수인 

변화몰입을 통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것

을 입증하 고[42], 이미 외(2015)가 진성리더십이 변

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심리자본과 직무열의를 매

개효과를 통해 향을 주는것을 확인하 으며[15], 방

호진(2013)이 심리  안  분 기의 변화지향  유효

성에 성찰의 효과를 확인하 다[46].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상으로 진정

성리더십이 정심리자본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을 그리고 승무원의 진정성리더십과 변화

지향 조직시민행동의 계에 있어 정심리자본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부하직원이 지

각하는 상사의 리더십에 한 연구이기 때문에 상사에 

해당하는 과장 이상인 객실장, 사무장은 본 연구의 표

본에서 제외하 다. 한 연구의 특성을 확보하기 해 

조사 상을 제를 운 하고 있는 국내 형항공사에

서 근무 인 원으로 한정하 다. 이에 이론  고찰

을 토 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연

구모형의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

색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고, AMOS 2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요인분석과 공변량구조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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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설정
정심리자본을 개발하기 해 측된 핵심 원천 

의 하나가 진정성리더십이다[47]. 진정한 상사들은 조

직구성원들 사이에 심리  자본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27]. 

진정한 상사들이 정 인 조직 분 기를 만들어내

면, 구성원들은 업무에 더 자신이 있고 희망 있으며 낙

으로 느끼므로 정심리자본을 증가시킨다. 상사

의 행동은 조직 분 기에 한 유의미한 결정요소로써 

악되어 왔으며[48], 특히 진정한 상사들은 정 인 

조직 분 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18].

국내의 연구에서 김동철, 김 건(2012)은 진정성리더

십이 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친다

고 하 고[49], 안화용, 한인수(2013)는 진정성리더십이 

정심리자본에, 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26]. 김순철(2015)은 군인조직에서 상

사의 진정성리더십이 부하의 정심리자본에 정 (+)

인 향력을 미친다고 밝혔다[50]. 이와 같은 선행연구

들을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진정성리더십은 정심리자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진정성리더십  자아인식은 정심리자  

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진정성리더십  계 투명성은 정심리  

자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진정성리더십  내면화된 도덕 은   

정심리 자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1-4: 진정성리더십  균형  정보처리는 정  

심리자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조직시민행동은 많은 연구들로부터 조직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Fredrickson(2003)은 정 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

람은 조직의 발 과 성과향상을 해 창의 인 아이디

어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역할 외 활동이 많다고 하 다

[51]. 조직에서 정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조직

구성원들과 계가 원만하고, 동료와 상사의 일을 자신

의 일처럼 극 으로 도우며, 조직의 성과와 발 을 

해 자발 으로 공헌하는 신  분 기를 조성하고, 

한 정심리자본 수 이 높은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직무에서 요구되는 의무 이상의 

부가 인 일을 함으로써 조직의 발 과 효과성에 자발

으로 공헌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35].

Avey et al.(2008)[6]와 Walumbwa et al.(2011)[7]은 

정심리자본이 조직시민행동에 정  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 다. 국내 연구에서는 정 용, 박권홍, 서

장덕(2011)은 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

동에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52]. 남

차 (2012)은 정심리자본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

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고[23], 김지윤, 

김강식, 이동명(2012)이 항공사 직원을 상으로 하여 

정심리자본이 조직시민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 다[53]. 한 이미 (2014)이 진정성리

더십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연구에서 

정심리자본이 진정성리더십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

동의 계를 완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15].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은 통 인 조직시민행동에

서 분화되어 조직 내 변화와 개선을 불러일으키기 하

여 수행되는 역할 외 행동이며, 심리  안정 분 기가 

활성화된 의 구성원은 내재  동기부여와 변화에 

한 정   환경의 향으로 자연스럽게 변화지향 조

직시민행동을 수행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 로 정심리자

본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라고 유추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2: 정심리자본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정심리자본은 정 인 정서를 창출하고 이러한 

정서는 인간의 마음에 희망을 가지게 하며, 기와 어

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낙 주의 이면

서 특정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효능감을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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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므로 정심리자본은 변화와 신과 연 성이 있

다[15].

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과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이직의도와 조직 냉소주의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

해보면 정심리자본 수 이 높은 사람은 동료나 상사

를 극 으로 도우며, 조직을 해 헌신 인 행동을 

할 것으로 기 된다[35].

개별 구성원의 정  심리 상태를 고양하여 정심

리자본의 하  요소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  사고, 

복원력이 상승하면 자신의 과업역할이나 소속집단 

는 조직의 성과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도 으로 참조, 도입, 용하는 신행동이 증가할 것

으로 상된다. 즉, 구성원들의 낙  사고와 희망은 

특정 업무에 한 자기효능감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로는 정재 (2014)이 슈퍼리더십과 신행

동 간의 계 연구에서 슈퍼리더십이 신행동에 유의

한 향을 끼침에 있어 정심리자본이 계를 더욱 강

화시켜주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입증하 고[54], 김명수, 

장춘수(2012)는 진정성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정심리

자본에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치고, 정심리자본

이 진정성리더십과 정서  몰입 간의 계에서 매개효

과가 있음을 규명했다[55].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 로 

정심리자본은 진정성리더십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

동 간에서 매개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유추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3: 정심리자본은 진정성리더십과 변화지향 조

직시민행동 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1: 정심리자본  자아인식은 진정성리더십  

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간에서 매개역  

할을 할 것이다.

가설 3-2: 정심리자본  계 투명성은 진정성리  

더십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간에서 매  

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3: 정심리자본  내면화된 도덕 은 진  

정성리더십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간

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4: 정심리자본  균형  정보처리는 진정  

성리더십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간에

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는 Walumbwa et al.(2008)의 연구를 근

거로[10] 진정성리더십은 높은 수 의 자아인식, 내면

화된 도덕 , 균형  정보처리, 계  투명성을 통해 

정 인 자기개발을 진하는 리더의 행동이라고 정

의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Walumbwa et al.(2008)이 

개발한 진정성리더십 척도(Authentic Leadership 

Questionnaire : ALQ)를 측정문항으로 사용하 다[10]. 

문항은 총 16개이며, 진정성리더십의 하 차원인 자아

인식 4문항, 계  투명성 4문항, 내면화된 도덕  4

문항, 균형  정보처리 4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하

다.

정심리자본은 Luthans et al.(2007)의 연구를 기반

으로 정심리자본을 조직구성원의 복합 인 정 인 

심리상태로 규정하고[28],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낙 주의(optimism), 회복력(resilience)의 

네 가지 하 요소로 구성된다고 정의한다. 한 본 연

구에서는 개별 하  요소를 통합해 정심리자본이라

는 하나의 변수로서 살펴보기로 한다. 네 가지 하 요

소를 개별 인 개념 보다 통합  심리자원으로서의 

정심리자본으로 작용할 때 개인의 정 인 조직행동 

증 와 동기부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28]. 

측정에 있어서는 Luthans et al.(2007)의 정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바탕

으로[28] 최용득(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24개 문항으

로 구성하 다[56].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은 

업무 상황과 성과의 개선을 해 업무방법, 정책, 그리

고 차에 한 변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건설

 노력(Choi, 2007)의 정의를 따른다[3]. 이들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변수는 원래 Morrison & Phelphs(1999)

에서 제시한 10개 항목을 기반으로[59] Bettencourt(2004)

가 확인한 9개 항목을 사용하여 Likert 5  척도로 측정

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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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진정성리더십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 계와 이들 변

수사이에 있어서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해 이론  토 를 기 로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국

내 형항공사 2곳에서 고객과 직  하는 객실승

무원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며, 설문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15일간 실시하 다. 설문의 내용과 조사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조사요인들이 총 400부를 배포

하여 390부(97.5%)를 회수하 으며 그  결측치가 있

는 13부(3.2%)를 제외하고 총 377부(94.3%)를 분석에 

이용하 다.

  

IV. 실증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  특성 빈도
비율
(%)

일반  특성 빈도
비율
(%)

성
별

남자
여자

29
348

7.7
92.3

소
속

아시아나
대한항공

220
157

58.4
41.6

연
령

20대
30대

180
197

478
52.2

학
력

전문대졸
대학 졸
대학원졸

33
292
52

8.8
77.5
13.8

경
력

만5년 미만
5년-10년

만10년 이상

152
153
72

40.3
40.6
19.1

직
급

비정규직(계약직)
사원
대리

53
216
108

14.1
57.3
28.6

합계 377 100 합계 377 100

2.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이 이론변수를 지지하고 

요인구조가 타당한지를 분석하기 해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크론바하 알  값은 최 값이 .775로 .7이

상의 기 을 충족하여 문항 간 내  일 성이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확인요인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확인요인분석(본 연구에서는 확인요인분석 결과를 나

타냈으므로 탐색  요인분석은 생략하 음)에 의거하

여 진정성리더십은 자기인식, 계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 , 균형  정보처리의 4요인, 정심리자본, 변

화지향 조직시민행동으로 명명하 다. 

[표 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확인요인분석에 한 

합도는 가 418.271(df=179), CMIN/df=2.337, 

RMR=0.037, GFI=0.913, AGFI=0.866, NFI=0.929, 

CFI=0.958, RMSEA=0.060 등으로 조사되어 합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용하기 한 

조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편, 변수들 간의 상 계는 [표 4.3]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모두 유의수  p<0.001에서 유의하 다. 변수

들 간에 가장 높은 상 계수를 나타낸 것은 계  투

명성과 자아인식 간 이었으며, 가장 낮은 상 계수를 

나타낸 것은 계  투명성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간 이었다. 변수들 간의 상 계는 .266에서 .678사이

에 존재하여, .800 미만인 계로 한 것으로 사료된

다. 

한,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 분석을 통해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별타당성을 검증하 다. 즉, 특정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측변수들 간의 공유분산이 다

른 잠재변수와의 공유분산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것으

로, 별타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AVE값이 개념들 

간의 상 계수의 제곱의 값보다 상회하면 별타당도

가 있다고 본다[59].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잠재변수의 AVE값이 개념들 간

의 상 계수의 제곱의 값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면, [표 4.3]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인식과 계  투명성 간

의 상 계수는 .678이고, 이 수치의 자승치는 .460이다. 

자아인식과 계  투명성의 AVE값이 각각 .753과 

.696이므로 자승치인 .460를 과한다. 다른 변수들에서

는 이것들의 자승치가 해당되는 AVE값을 과하지 않

았기 때문에 별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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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Estimate

(Standardized)
t value CR AVE Cronbach's α

진
정
성
리
더
십

자아인식
상사는 직원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피드백을 요청 1.006(.796) 14.980

.833 .753 .775
상사는 자신의 능력을 직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 1.000(.772) -

관계적 
투명성

상사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 .957(.844) 21.142
.872 .696 .843상사는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유 .684(.678) 16.021

상사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분명히 표현 1.000(.903) -
내면화된 
도덕관점

상사는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동 .952(.779) 16.439
.863 .756 .818

상사는 상반되는 일을 강요 받을때 신념을 고수 1.000(.895) -

균형적 
정보처리

상사는 대안을 고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요청 .886(.764) 16.815
.893 .736 .864상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임 1.007(.856) 19.309

상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관련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 1.000(.844) -

긍정심리자본

나는 업무의 장기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는 이렝 자신
감이 있다 1.158(.765) 9.778

.837 .571 .709
만약 업무중에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면 문제해결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생각 1.075(.699) 9.744

나는 회사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 .768(.447) 7.228
내가 맡은 업무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 1.000(.658) -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나는 직무수행 절차의 개선을 모색 .606(.616) 12.059

.726 .645 .929

나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수행 방식을 변화 .715(.640) 13.913
나는 우리부서나 팀 운영방식을 개선시키려 노력 .900(.792) 16.949
나는 우리조직에게 효과적인 새로운 과업방식을 도입 .945(.808) 18.295
나는 우리부서나 팀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적인 제안 .933(.809) 18.611
나는 잘못된 절차나 관행을 바로잡으려 노력 .904(.781) 17.638
나는 회사나 부서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려고 노력 .913(.829) 19.987
나는 조직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실행 .910(.814) 20.203
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업무방식을 시도 1.000(.845) -

=418.271(df=179), CMIN/df=2.337, RMR=0.037, GFI=0.913, AGFI=0.866, NFI=0.929, CFI=0.958, RMSEA=0.060 

표 4.2 진정성리더십의 확인요인분석

구성개념 평균
표
편차

구성개념간 상 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

1 2  3 4 5 6

1. 자아인식 3.62 .73 .753 .460 .343 .373 .185 .078

2. 관계적 투명성 3.52 .82 .678 .696 .408 .391 .177 .071

3. 내면화된 도덕관점 3.63 .79 .586 .639 .756 .401 .227 .100

4. 균형적 정보처리 3.74 .77 .611 .625 .633 .736 .206 .078

5. 긍정심리자본 3.62 .54 .430 .421 .477 .454 .571 .197

6.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3.19 .69 .279 .266 .316 .280 .444 .645

표 4.3 상관관계행렬 

1) 대각선에 위치한 볼드체는 AVE값임.
2) 모든 상관계수는 p<0.001에서 유의함. 
3) 밑줄 친 것은 상관계수를 자승치 함.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960

3. 가설검정 
가설검증을 한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합도가 

=680.692(df=179), CMIN/df=3.387, RMR=0.042, GFI=0.9867, 

AGFI=0.818, NFI=0.885, CFI=0.915, RMSEA=0.080 등

으로 나타나 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구조방정식 모형

을 통해 검증된 경로계수는 표 4.4와 같다. [표 4.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정성리더십  자아인식(β=.347, 

t-value=2.098)과 내면화된 도덕 (β=.330, t-value= 

2.856)이 정심리자본에게, 그리고 정심리자본(β

=.539, t-value=7.743)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 가설 1-3, 가설 2는 채택되

었다. 그러나 계  투명성과 균형  정보처리는 정

심리자본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와 1-4를 기각한다. 

다음으로 자아인식, 계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

, 균형  정보처리 각각이 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

여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 즉, 자아인

식, 계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 , 균형  정보처

리 각각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간에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차를 거친

다[64]. 첫째, 정심리자본 변수를 제외하고 자아인식, 

계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 , 균형  정보처리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으로 가는 모델을 추정한다. 둘

째, 자아인식, 계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 , 균형

 정보처리 각각이 정심리자본을 거쳐 변화지향 조

직시민행동으로 가는 구조모델에서 자아인식, 계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 , 균형  정보처리 각각이 변

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을 추가 으로 연결하는 구조모델

을 추정한다. 이 추가모델에서 자아인식(혹은 계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 , 균형  정보처리)이 정

심리자본에 미치는 계와 정심리자본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계가 동시에 유의 이어야 

정심리자본이 완 매개 혹은 부분매개 변수를 하게 

된다. 즉, 추가모델에서 자아인식(혹은 계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 , 균형  정보처리)이 변화지향 조직

시민행동과의 계가 비유의 이면 완 매개, 유의

이면 부분매개가 된다. 

첫째, 자아인식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간의 계

에서 정심리자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의 분석은 자

아인식이 정심리자본에 미치는 향이 유의 이고(β

=.347, t-value=2.098), 정심리자본이 변화지향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이 유의 인 계이며(β=.539, 

t-value=7.743), 자아인식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간 효과가 유의 인 계로(β=.182, p=.0141)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존재한다. 그런데 자아인

식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이 비유의

인 계로(β=.015, t-value=.158) 완 매개가 된다. 따

라서 가설 3-1을 채택한다. 

둘째, 계  투명성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간의 

계에서 정심리자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의 분석은 

계  투명성이 정심리자본에 미치는 향이 비유

의 이고(β=.078, t-value=.589), 정심리자본이 변화

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이 유의 인 계로

(β=.539, t-value=7.743), 정심리자본이 매개변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설 3-2를 기각한다.

셋째, 내면화된 도덕 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간의 계에서 정심리자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의 

분석은 내면화된 도덕 이 정심리자본에 미치는 

향이 유의 이고(β=.330, t-value=2.856), 정심리자

본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이 유의

인 계이며(β=.539, t-value=7.743), 내면화된 도덕

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간 효과가 유

의 인 계로(β=.159, p=.024) 정심리자본의 매개효

과가 존재한다. 그런데 내면화된 도덕 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이 비유의 인 계로(β

=.064, t-value=.909) 완 매개가 된다. 따라서 가설 3-3

을 채택한다.

넷째, 균형  정보처리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간

의 계에서 정심리자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의 분

석은 균형  정보처리가 정심리자본에 미치는 향

이 비유의 이고(β=.0783, t-value=.723), 정심리자본

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이 유의 인 

계로(β=.539, t-value=7.743), 정심리자본이 매개변

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설 3-4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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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가설 계 경로계수 유의수 결과

H3-1 자아인식→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182 .041 완전매개
H3-2 관계적 투명성→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 - 기각
H3-3 내면화된 도덕관점→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159 .024 완전매개
H3-4 균형적 정보처리→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 - 기각

표 4.5 매개효과 검증 결과

가설 가설 계 경로계수 t값 결과

H1-1 자아인식→긍정심리자본 .347 2.098 채택
H1-2 관계적 투명성→긍정심리자본 .078 0.589 기각
H1-3 내면화된 도덕관점→긍정심리자본 .330 2.856 채택
H1-4 균형적 정보처리→긍정심리자본 .083 0.723 기각
H2 긍정심리자본→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539 7.743 채택
=680.692(df=179), CMIN/df=3.387, RMR=0.042, GFI=0.9867, AGFI=0.818, NFI=0.885, CFI=0.915, RMSEA=0.080 

표 4.4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상으로 진정

성리더십이 정심리자본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을 악해 보고자 하 다. 한 승무원의 

진정성리더십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의 계에 있어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 으로써 진정성리더

십 연구의 이론 ․실무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

다. 재 운항 인 두 형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을 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며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진정성리더십은 이론  고찰을 통해 자기인식, 

계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 , 균형  정보처리의 

하 요인으로 구분하 으며, 이  자기인식과 내면화

된 도덕 이 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 가설 1-3은 채택되었

다. 정심리자본에 미치는 향의 정도는 내면화된 도

덕 , 자기인식 순으로 나타나 상사 스스로의 내면화

된 도덕 과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부하직원의 정

심리자본에 정의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동철, 김 건(2012)의 공무원조직[53], 

김명수, 장춘수(2012)의 일반기업조직[60], 김순철

(2015)[54]의 군인조직 등에 이어 항공서비스에서도 진

정성리더십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사의 진정성리더십이 부하들로 하여  내면  동

기부여를 통해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 연구결과가 항공사승무원 조직에도 유의미

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승무원 교육훈련 

시 직무교육에만 을 둘 것이 아니라 간 리자의 

진정성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의 운

으로 부하들의 정 인 업무태도의 활성화에 시

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심리자본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 되었다. 이는 선행연구가 없었던 정심리자본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의 직  향요인을 본 연구에

서 규명한 것으로 즉 심리  안정 분 기가 활성화된 

조직구성원은 내재  동기부여와 변화에 한 정  

 환경의 향을 받아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을 수행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사에서는 리자뿐만 아니라 

조직의 내부 구성원에 을 두고 부하직원의 정

인 업무태도의 활성화 추구에 집 하여 구성원의 자발

 역할 외 행동을 도출함으로써 조직의 변화와 경쟁력

에 시 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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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심리자본은 자아인식과 내면화된 도덕

 각각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 계

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

과는 김명수, 장춘수(2012)의 연구를 항공산업에서 규

명한 것으로[60] 세부 으로는 계  투명성과 균형  

정보처리는 정심리자본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고, 정심리자본은 계  투명성과 균형  

정보처리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 계

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

기서 계  투명성과 균형  정보처리가 정심리자

본에 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로는 먼  상하서열이 엄

격한 국내항공사 승무원조직의 특수한 조직문화와 둘

째로 고객서비스에 있어서 매순간 각각의 고객니즈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업무의 순간에서 상사와

의 정보교환 보다는 상사의 한 업무지시를 더 효율

으로 느끼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결과 으로 정

심리자본이 계  투명성, 균형  정보처리와 변화지

향 조직시민행동 간의 매개변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

로 단된다. 즉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정해진 원과 

장시간동안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고객서비스에 있

어 믿고 의지할 상사가 필요하고 그러한 상사의 의사결

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상사의 자아인식과 도덕

이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인

자원 리부서에서는 이러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진정성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마련

하고, 특히 간 리자의 자아인식과 도덕 념에 

한 교육 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 으로 기업의 

성과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항공서비스 산업의 규모 성장과 항공기업의 무

한경쟁시 를 맞아 인 자원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따라서 항공승무원의 인식  행동에 향을 미치

는 진정성리더십의 향 계를 규명하여 고객 의 

최일선인 항공승무원들의 정 인 업무태도의 활성화 

추구가 필요하다. 한 조직 내 변화와 개선을 불러일

으키기 하여 수행되는 역할 외 행동인 변화지향 조직

시민행동은 변화의 환경에 처한 국내항공사조직에서 

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항공사조직에서 조직의 성

과달성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의 결과물이므로, 진정성

리더십의 요성을 인식하고 정 인 업무태도의 활

성화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도 심을 가져 효율

인 인 자원 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근무하는 승

무원을 상으로 하 다. 최근 비용항공사의 국내선 

유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단거리 국제선 노선 

유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항공사 승무원의 

진정성리더십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들에 

한 리방안 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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