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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뿌리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기술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내국인 전문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뿌리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역할 
내 성과 향상을 위한 조직 몰입 방안을 제시하고, 집단간 비교를 통한 차별화 지원 방안을 찾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뿌리기업의 외국인과 내국인이며, 설문을 통하여 유효샘플 393개를 수집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외국인의 경우 균형잡힌 정보처리가 조직몰입을 통해 역할 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내국인의 경우 관계적 투명성, 균형잡힌 정보처리과정,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이 조직몰입을 통해 역할 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집단별 역할 내 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 뿌리기업, 조직원, 진정성리더십, 조직몰입, 역할 내 성과

Abstract  The ppuri industry is growing in technical importance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s growing steadily. However, securing skilled workers is hardly realistic, and foreign workers are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for improvement of 
in-role performance of foreigners and Koreans working in ppuri companies and to find ways to 
support differentiation through comparison between group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oreigners 
and Koreans in the ppuri company. Through the survey, 393 valid samples were collected. We us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es, and conducted a survey on the 
employees of organization with information security policy.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case of 
foreigners, balanced processing affects in-role performance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case of Koreans, relational transparency, balanced processing, and 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s 
affect in-role performance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a 
strategic approach to improve the in-role performance of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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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뿌리산업은 대부분 중소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업

종으로서[1],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등 국내 GDP의 대
부분을 형성하는 산업들의 기반 기술을 형성하는 업종들
로 구성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기술의 가
치가 높아지고 스마트 기기, 자율자동차 등 신 산업의 관
짐이 증대해짐에 따라, 산업 및 제품들을 구성하는 핵심 
공정기술을 구성하는 뿌리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2,3].

하지만, 국내의 뿌리산업은 전통적으로 3D업종의 제
조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산재해있고, 중소기업 중
심의 산업구조 인하여 타 산업 대비 열악한 임금체계 및 
복지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1]. 특히 노동
력 관점에서 뿌리기업들은 현재 전문 인력부족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숙련인력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4].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뿌리기업
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 뿌리기업이 지
속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과 내국인 
인력의 조화뿐만 아니라, 각 근로자별 개별적으로 부여된 
개인의 성과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
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형태는 대부분 단기 비
자기반의 근로 형태를 띄고 있어, 숙련성이 저조하다. 최
근 뿌리산업에 장기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
라, 숙련 인력 활용에 따른 생산성 확보 등의 성과가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에 대한 이슈
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
리산업의 외국인 고용에 따른 성과 및 관련 동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6].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직 직무와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관점, 외국 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위한 문화적 지원 
방향 등과 같은 연구가 대부분으로[5,6], 다양한 환경특
성이 적용된 연구 및 성과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뿌리기업의 경우 체류자
격 변경 기량검증제도 등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
기체류 기반의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
고 있으나, 뿌리기업에서 조직원의 직무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확보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뿌리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내국
인에 대한 역할 내 성과를 높이기 위한 리더십 측면 동기 
향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동기 향상 

관점으로 진정성리더십을 제시하고 영향관계를 찾고, 집
단간 비교를 실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째, 뿌리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리더의 진정성리더십이 조
직 몰입을 통해 개인의 역할 내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를 제시하고, 둘째, 제시한 연구모델에 대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의 집단간 차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하
게 역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성리더십의 세부 요
인을 찾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뿌리산업 (Ppuri Industry)

뿌리산업은 공정기술 기반(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
접, 표면처리, 열처리) 기술 개발 및 사업을 영위하는 업
종을 지칭한다[1]. 

뿌리산업은 공정기술이기 때문에 외부에 보여지는 독
립 수요 산업은 아니나, 각종 선진 기술, 서비스와 결합되
어 소재화, 부품화되어 후방산업들에 품질 경쟁력을 제공
하는 중요한 산업이다[2]. 특히,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업종 등 국내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의 기반 산업으
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기반 제조 산업이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어, 시장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내 뿌리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49
조 2,664억 원 규모로 제시되고 있으며, 2013～2015년
까지 연평균성장률 7.8%씩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
계 뿌리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2조 237억 달러 
규모로 제시되고 있으며, 2013～2015년까지 연평균성
장률 5.8%씩 성장하였다[1].

이에, 국가차원에서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개정되어 법적 기반의 뿌리산업 활성
화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으며, 2차에 걸친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공정혁신, 일
자리 생태계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업종이라는 뿌리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 현
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뿌리산
업의 인력 부족률은 전체는 2.0%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1～9인 규모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3.6% 수준으
로 중소기업 위주의 뿌리산업의 특성 상 전문 인력 부족
에 대한 체감은 높다[4]. 이에 뿌리기업들은 숙련인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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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위하여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2012년 뿌리
산업의 외국인 근로자는 24,935명에서 2016년 42,443
명으로 연평균 14.2% 증가하였다[4]. 

뿌리산업의 외국인 근로자는 E-9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최초 3년, 연장 시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 체류
가 가능하다. 제조업 특성상 숙련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
요되는바, 숙련 인력의 지속적 활용 및 유출 문제가 발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E-7비자로의 연계
를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고 있다. 다만, 2016년 기
준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중 단 2%만이 이 비자를 소
유하고 있을 정도로 발급이 어려워, 뿌리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제도를 통해 비
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1]. 즉, 장기적 
근로가 가능한 외국 인력의 수요 및 공급이 조금씩 증가
하고 있으며, 뿌리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과 향상
에 대한 관심은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뿌리
기업의 성과 관리를 위한 방향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성
과향상을 위한 동기 개선 방향을 리더의 진정성리더십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2 역할 내 성과 (In-role Performance)
역할 내 성과는 개인에게 부여된 직무기술서에 대한 

성과로서 조직의 공식적인 보상 체계에 의해 접근되는 
성과이다[7]. Pincus[1986]은 구성원이 직무를 성공적으
로 달성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생산성과 동일한 의미라
고 하였으며, Tett and Meyer[1993]은 구성원이 조직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일의 이상적인 달성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구성원의 역할 내 성과는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10]. 구성원 개개인의 역할 내 성과는 다르지
만, 조직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
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11,12]. 즉, 구성원에게 부여
된 역할에 대한 성과 도출은 조직 관점에서의 성과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역할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13]. 

뿌리산업의 경우, 외국인들은 대부분 제조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내국인은 제조 현장 및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즉, 외국인 및 내국인들의 근로자들의 
성과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직무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된 성과 요인 측면에서 역할 내 성과가 중요
한 성과요인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할 내 
성과를 결과 변수로 활용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2.3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 몰입은 조직원이 조직에 헌신하거나 일체화하려

는 성향의 정도를 의미한다[14]. Mowday et al.[1982]
는 조직 몰입을 조직의 목표 및 가치에 적응하기 위해 조
직이 부여한 특성 및 문화에 일체화하는 수준으로 정의
하였다. 즉, 조직 몰입은 조직원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이해하고 일체화(identification)하려는 성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조직몰입을 형성한 구성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 범
위를 넘어서서 조직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행동을 하
려는 경향을 보이며,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집중하려
는 성향을 가진다[16]. 즉, 조직몰입이 높다는 것은 조직
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조직의 이익에 
함께하려는 의지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17]. 더불어, 
조직몰입은 조직의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조직 환경
이 조직 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될 경우 조직원들의 
몰입 수준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높아진다. 즉, 조직은 
조직원의 몰입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18]. 

조직몰입이 형성된 조직원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성과
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15]. 특히 조직몰입은 구성
원의 역할 성과 및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14]. 조직몰입은 조직 목표 및 이익에 함께하고자 하
는 성향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여받은 역할 성과를 문
제없이 도출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으며, 나아가 조직을 위
한 추가적인 행동을 통해 조직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19,20]. Williams and Anderson[1991]
은 조직원들의 조직몰입과 역할 외 성과(조직시민행동), 
역할 내 성과와의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상관관계가 있음
을 제시하였다. 즉,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뿌리기업에서 
조직원들의 조직 몰입은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H1 : 뿌리기업 조직원의 조직몰입은 역할 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진정성 리더십 (Authentic Leadership)
진정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아를 실현

한다는 의미로서[21], 자신의 핵심가치를 명확하게 이해
하고 진실할수록 진정성을 가지게 된다[22]. 

실제, 미국 에너지 회사인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은 사
회 및 기업의 리더십 중 도덕 및 진실성에 대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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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하였으며[23], 진정성리더십은 리더의 명확한 자
기 인식, 투명한 행동, 사회 도덕적 관념이 조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 관
점에서 중요성을 부각되고 있다[24].

진정성리더십 개념을 살펴보면, George[2003]은 리
더 고유의 핵심 역량을 도출 및 활용하되, 약점을 인지하
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동 및 활동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Avolio et al.[2004]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 도덕적 관점을 적용한 가치 인지, 전체적인 인
식에 기반하여 타인을 이해 및 행동을 하는 리더를 진정
성 리더로 정의하였다. 즉,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
하고, 도덕적 신념에 의해 타인을 지원 및 의사결정을 하
는 리더를 의미한다[27].

진정성리더십은 리더가 보유해야할 복합적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적 구성변인이 존재한다[28,29]. 초기 학자별 
접근 변인의 차이가 존재했으나, 최근 4가지의 핵심 구성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 자기인식(self-awareness)이다. 자기인식은 리
더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형성된 의미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30].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
향력에 대한 범위 수준까지 판단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31]. 그러므로, 자기인식은 리더가 현재 상황에서 보유
한 자신만의 약점, 강점을 스스로 판단하고, 타인의 관점
에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29]. 

둘째, 관계적 투명성(relational transparency)이다. 
관계적 투명성은 왜곡된 의도 또는 행동을 배제하고 타
인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30]. 이러한 행
동은 부적절한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면서 공개적으로 자
신 행동 정보와 표현을 공유함으로써, 타인들의 신뢰를 
확보한다[29].

셋째, 균형화된 정보처리(balanced processing of 
information)이다. 균형화된 정보처리는 리더가 의사결
정을 하기 전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정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32]. 이때, 리더는 주변 사람들로부
터 객관적 의견을 받는 활동을 겸하는데, 자신의 직책에 
도전하는 의견까지도 포함함으로써, 데이터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주변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
을 보이는 것을 포함한다[29].

넷째,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이다.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은 사회, 조직, 집
단 등에서 제기하는 강제성과 맞서 자신에게 내재화된 도덕

적 기준과 가치로 형성된 자기규제(self-regulation)을 의
미한다[33]. 형성된 자기규제는 내재화된 가치에 의해 일
관되게 구축된 행동과 의사결정으로 나타난다[27]. 

진정성리더십은 개인과 조직관점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진정성리더십은 구성원들의 리더에 대한 동일시 
되는 효과 및 리더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구성원의 심
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진다[29,34]. 또한, 리더
가 행동한 진정성리더십은 구성원의 업무와 관련된 행복
을 높이며, 조직에 대한 몰입수준을 높여, 직무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5]. 즉, 진정성을 보유한 리더는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구성원들
을 도덕적 관념에 기반을 두어 대우하며, 의사결정에 받아
들이려는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에 대
한 동일시하거나 몰입을 하고자하는 경향을 가진다[36, 37].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뿌리기업에서 리더의 
진정성리더십이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포함하는 조직
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2 : 뿌리기업 리더의 자기인식은 조직 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뿌리기업 리더의 관계적 투명성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뿌리기업 리더의 균형잡힌 정보 처리 과정은 조
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 뿌리기업 리더의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국적(외국인, 내국인)
뿌리산업은 3D산업이라는 인식과 낮은 임금체계 등

의 문제로 지속적 내국인들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이
에 따라, 많은 뿌리기업들은 외국에서 관련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
터는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우수 외
국인유학생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내 뿌리기업 외국인 근
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하는 형태가 아닌 
일시적인 단기순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장기 비자를 확
보한 외국인들에게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38]. 

최연희[2014]는 국내 거주 88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성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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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만족 선행요인을 파악하였으며, 리더십, 매니지먼트 
타입, 부서간 협업, 한국 동료의 지원, 커뮤니케이션 등의 
조직차원의 지원이 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제
시하였다. 하지만, 전문 인력의 특성별 분석의 한계가 존
재함을 제기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특성별 다각적 분
석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뿌리산업은 특
히 만족도 및 성과 조사 등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 세부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뿌
리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집단별 역할 성과
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다
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6 : 진정성리더십과 조직몰입, 그리고 역할 성과간
의 영향관계는 뿌리기업 근로자의 국적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다.

3. 연구 모델 및 방법
3.1 연구 모델

본 연구는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인력 확보를 통하여 기업 성과를 확보하
고자 하는 뿌리기업들의 인적자원의 개인 성과를 향상시
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중소
기업으로만 구성된 뿌리기업에서 근무하는 조직원(외국
인, 내국인)의 역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리더의 
진정성리더십이 발휘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진정성 리더십에 의한 성과의 영향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모델을 Fig. 1과 같
이 제시하였다.1)

Fig. 1. Research Model and Proposed Hypotheses

1) 본 연구의 연구 모델은 구조방정식 모델로서 외생변수, 내생변
수, 조절변수로 구성함

3.2 데이터 측정 방법 및 수집
제시된 연구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뿌리기업에 재

직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직 리더의 진정성 
리더십 유형에 따른 개인들의 역할 내 성과에 미치는 영
향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는 구
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
해 검증하고자 하며, 서베이 기법을 기반으로 관련 데이
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수집 대상은 뿌리기업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선
발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기업의 체류자격이 변경된(D-2에서 E-7로 
전환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외
국인을 보유하고 있는 뿌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
리자급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현
재 우리나라는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외국 기
술 인력을 확보하여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졸업생을 
장기적으로 뿌리기업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알며, 뿌리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따라서, 뿌리기업 리더의 
지원체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
며, 해당 기업의 외국인에게 설문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동일한 상황의 내국인 근로자가 생
각하는 리더의 지원체계 수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함께 파악함으로써, 집단간의 
비교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설문의 측정변수 도출은 진정성리더십, 조직 몰입, 그
리고 역할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항목 구
성을 실시하였으며, 뿌리산업에 맞게 재정립하여 5점 리
커드 척도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설문항목이 뿌리산업 근
로자들의 상황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뿌리산업진흥
센터 근로자 10명에게 내용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도출된 6개 변수의 측정 아이템들은 총 26개이며 
Table 1과 같다. 

설문 대상 기업 및 외국인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부터 설문 대상(250개)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실시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졸업하고 장기 체류 중인 근로자,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설문 대상자에
게 사전에 설문 목적을 전담 담당 직원이 전화로 설명하
고 웹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
어가 서툴 경우, 설문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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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s Items Source
Self-

Awareness
SA1
SA2
SA3
SA4

 My leader solicits feedback for improving his/her dealings with others. My leader describes accurately the way that others view his/her abilities. My leader shows that he/she understands his/her strengths and weaknesses. My leader is clearly aware of the impact he/she has on others.
[30]

Relational Transparency
RT1
RT2
RT3
RT4

 My leader clearly states what he/she means(Drop). My leader admits mistakes when they occur. My leader openly shares information with others. My leader expresses his/her ideas and thoughts clearly to others.
[30]

Balanced Processing
BP1
BP2
BP3
BP4

 My leader asks for ideas that challenge his/her core beliefs. My leader carefully listens to alternative perspectives before reaching a conclusion. My leader objectively analyzes relevant data before making a decision. My leader encourages others to voice opposing points of view.
[30]

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
IMP1
IMP2
IMP3
IMP4

 My leader shows consistency between his/her beliefs and actions(Drop). My leader uses his/her core beliefs to make decisions(Drop). My leader resists pressures on him/her to do things contrary to his/her beliefs. My leader is guided in his/her actions by internal moral standards.
[30]

Organizational Commitment
OC1
OC2
OC3
OC4

 I would be happy to spend the rest of my career in this organization(Drop). I enjoy discussing my organization with people outside it. I really feel as if this organization’s problems are my own. This organization has great deal of personal meaning for me.
[19]

In-role Performance

IRP1
IRP2
IRP3
IRP4
IRP5
IRP6

 I adequately completes assigned duties. I fulfills responsibilities specified in job description I performs tasks that are expected of him/her. I meets formal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job. I engages in activities that will directly affect his/her performance evaluation. I fails to perform essential duties(Drop). (R)
[14]

Table 1. Questionnaire

항목을 설명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
해, 총 393개의 응답치를 확보하였으며, 응답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Demographic Categories Foreigner Native
Total 198 195

Gender Male 195 91
Female 3 104

Age
< 30 86 4

30 - 40 107 56
41 - 50 5 88

> 50 0 47

Business 
Career

< 3 years 95 50
3 - 5 years 33 36
5 –7 years 23 18
7 – 9 years 32 27
> 10 years 15 64

Job 
Position

< Assistant Manager 194 70
Manager 2 107

General Manager 2 18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 가설 검증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반의 연구 가설 검증은 SPSS 21.0

과 AMOS 22.0을 활용하였다. 
우선, 연구 모델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

다. 신뢰성 분석은 Cronbach’s Alpha를 활용하여 분석
한다. 다항목 구성이 요인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0.7이상의 Cronbach’s Alpha를 요구한다[41]. 총 26개
의 측정 아이템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5개 항목
(RT1, IMP1, IMP2, OC1, IRP6)을 제외하였으며, 요인
별 0.8이상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Construct Item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CR AVE

Self-
Awareness

SA1
SA2
SA3
SA4

0.791
0.856
0.819
0.673

0.926 0.951 0.829

Relational 
Transparency

RT2
RT3
RT4

0.635
0.713
0.735

0.854 0.906 0.763

Balanced Processing
BP1
BP2
BP3
BP4

0.767
0.813
0.667
0.770

0.913 0.949 0.825

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

IMP3
IMP4

0.692
0.590 0.913 0.942 0.890

Organizational 
Commitment

OC2
OC3
OC4

0.774
0.668
0.719

0.815 0.913 0.778

In-role Performance
IRP1
IRP2
IRP3
IRP4
IRP5

0.807
0.811
0.809
0.859
0.819

0.897 0.948 0.787 

Table 3. Result for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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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타당성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

된 개념신뢰성(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통해서 
실시한다. 개념신뢰성은 0.8 이상, 평균분산추출은 0.5이
상을 요구한다[42]. 모델링에 활용할 6개 요인에 대한 확
인적요인분석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권장사
항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χ2/df = 1.492, GFI = 
0.949, AGFI = 0.929, CFI = 0.989, NFI = 0.967, RMSEA 
= 0.036), Table 3과 같이 두 기준 모두 권장사항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AVE 제곱근값과 상관계수 값을 비교하는 
판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구사항인 AVE의 제
곱근 값이 변수들의 상관계수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43], 판별타당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onstructs 1 2 3 4 5 6
Self-Awareness 0.911 　 　 　 　 　

Relational 
Transparency .705** 0.873 　 　 　 　

Balanced Processing .687** .708** 0.908 　 　 　
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 .685** .626** .690** 0.943 　 　
Organizational 
Commitment .605** .604** .634** .586** 0.882 　

In-role Performance .313** .271** .331** .416** .259** 0.887
Note: Values in bold type along the diagonal indicate the square root 
of the AVE
**: p < 0.01

Table 4. Result for Discriminant Validity

본 연구는 요인별 다수의 문항을 기반으로 측정하고, 
요인들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공통
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발생가능성을 측정
하였다. Harmon[1967]의 단일요인방법(single factor 
method)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방법은 활용된 모
든 요인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되 단일 
요인으로 구성시킨 항목의 분산 설명력이 클수록 공통방
법편의가 높다고 판단한다[44]. 단일요인으로 구성한 결
과는 44.57%로 나타나 요구값보다 낮게 나타나 공통방
법편의 문제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45]2). 

2) 공통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는 동일방법편의라고
도 하며, 해결을 위해 시점의 차이를 두고 설문하거나, 데이터 
원천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실용성을 우선시하여 해결함

4.2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합친 모든 데이터

를 활용한다. 즉, 뿌리기업에서 진정성리더십이 조직원
(외국인 및 내국인 포함)들의 성과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실시한다.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는 3가지 절차(구조모형의 적합
도, 경로계수(β) 분석, 그리고 내생 변수에 대한 결정 계
수(R2) 분석)를 통해 검증한다. 

우선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구조방정식모델
링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df 
= 3.907, GFI = 0.844, AGFI = 0.800, CFI = 0.910, NFI 
= 0.884, RMSEA = 0.086). 

경로계수 분석은 구조모형의 경로간의 인과관계 분석
을 통하여 연구 가설로 제시한 각 경로간의 통계적 유의
성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경로계수 분석 결과는 Fig. 2, 
Table 5와 같다.

Fig. 2. Results of the Direct Effect

Path Coefficient t-value Results
H1 OC → IRP 0.294** 5.124 Support
H2 SA → OC 0.061 0.687 Reject
H3 RT → OC 0.319** 3.063 Support
H4 BP → OC 0.278** 3.130 Support
H5 IMP → OC 0.213** 2.866 Support

*:  < 0.05 / **: p < 0.01
SA(Self-Awareness), RT(Relational Transparency),
BP(Balanced Processing), IMP(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
OC(Organizational Commitment), IRP(In-role Performance)

Table 5. Summary of Hypothesis Tests (Direct Effects)

연구가설 1은 조직원의 조직몰입이 개인의 역할 내 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서, 경로검증 결과 
가설(H1)은 채택되었다. 조직에 대한 참여 의지 등의 몰
입 수준이 높아지면, 조직 및 개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14]와 동일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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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는 리더의 자기인식이 조직원의 조직 몰입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서, 경로검증 결과 가
설(H2)은 기각되었다. 리더가 자신의 역량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개인의 동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29, 36]와 다른 결과이다.

연구가설 3은 리더의 관계적 투명성이 조직원의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서, 경로검증 결
과 가설(H3)은 채택되었다. 리더의 명확한 행동 및 결과
에 대한 인정이 조직원의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 연구 [29, 36]와 동일한 결과이다. 

연구가설 4는 리더의 균형잡힌 정보처리가 조직원의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서, 경로검
증 결과 가설(H4)은 채택되었다. 의사결정을 위하여 조
직원들로 부터의 의견을 받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리더
의 활동이 개인이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 [29, 36]와 같은 결과이다.

연구가설 5는 리더의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이 조직원
의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서, 경로
검증 결과 가설(H5)은 채택되었다. 리더가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고 도덕적을 보유한 사람일 경우 조직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선행연구[29, 36] 와 같은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내생변수가 독립변수들로부터 가지는 설
명량인 결정 계수(R2)를 도출하였다. 역할 내 성과는 조
직몰입으로부터 11.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조직몰입은 자기인식, 관계적 투명성, 균형잡힌 
정보처리,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 요인들의 62.5%의 설명
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는 리더의 진정성리더십이 조직원 개개인의 역

할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되,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뿌리기업의 외국인에 대한 성과향
상, 그리고 외국인이 함께 근무하는 뿌리기업의 내국인에 
대한 성과향상에 대한 관점을 상호간에 비교함으로써, 의
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뿌리기업의 외국인 
그룹과 내국인 그룹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간 차이 분석이기 때문에, AMOS 22.0을 활용하여 
조절효과 분석(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H6). 외국인
(198건), 내국인(195건) 집단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을 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채택되었다(p<0.05). Table 5에
서처럼 외국인과 내국인의 구조모형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Model DF CMIN P NFI IFI TLI
Delta-1 Delta-2 rho2

Measurement 
weights 15 34.173 0.003 0.005 0.005 -0.003

Structural 
weights 20 38.244 0.008 0.006 0.006 -0.005

Table 6. Result for Moderating Effect Modell

세부적으로 집단간(외국인, 내국인) 구조모형의 영향
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 Results of Moderating Effects

외국인 집단의 경우, 진정성리더십 중 균형잡힌 정보
처리 과정만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뿌리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리더의 
특정한 의사결정 및 활동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려하는 행동을 할 때,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집단의 경우, 진정성리더십중 관계적 투명성, 
균형잡힌 정보처리과정,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이 조직 몰
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성리
더십 중 투명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기업 운영이 사회적, 문화
적 요구사항에 문제없을 때 뿌리기업 내국인 근로자들은 
조직 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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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연구가설 1(뿌리기업 조직원의 조직몰입은 역할 내 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 채택된 것은 중소기
업으로 구성된 뿌리기업들의 경우 개인의 개별성과가 기
업의 성과에 높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동기 부
여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가설 2(뿌리기업 리더의 자기인식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기각된 것은 뿌리산업의 
경우 100%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제조업으로 3D 업종으
로 인식이 되어 있어, 리더의 부족함보다는 강점 중심의 
행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결과
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가설 3(뿌리기업 리더의 관계적 투명성은 조직 몰
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 채택된 것은  다국
적 인력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리더의 명
확한 행동과 결과에 대한 인정 등의 활동이 모든 사람들
에게 공정하다고 인식되어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가설 4(뿌리기업 리더의 균형잡힌 정보 처리 과정
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된 
것은 조직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확보하고 분석을 통
해 의사결정을 할 때, 조직원들이 소속된 조직에 대한 애
사심 등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가설 5(뿌리기업 리더의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된 것은 
중소기업일지라도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도덕적 신념
을 보유하고 행동으로 이행할 때, 조직원들의 기업에 대
한 믿음이 커져 몰입을 더욱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연구가설 6(진정성리더십과 조직몰입, 그리고 역할 성
과간의 영향관계는 뿌리기업 근로자의 국적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마
음이 닫혀진 상태에서 기업 생활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진정성리더십 활동에 있어서도 내국인보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들
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정보처리 과정, 
즉, 외국인과 지속적인 대화 및 조직에 반영하고자 하는 
활동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직몰입과 역할 내 성과간의 관계는 집단 차이
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의 
국적과 관계없이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속한 뿌리기업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진정성리더십이 조직 몰입을 통
해 개인의 역할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찾고자 하였
으며, 특히, 외국인과 내국인이 고려하는 성과 영향요인
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가설 및 모델을 선행연구
를 통해 구성하고, 장기근로가 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뿌리기업의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웹 설문을 실시하
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연구가설 검증을 실시하
였으며, 집단간(외국인, 내국인)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외
국인과 내국인이 생각하는 진정성리더십에 의한 성과 영
향관계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최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진정성리더십을 
제조업 기반의 뿌리산업에 적용하되, 증가하고 있는 외국
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 진정성리더십과 개인
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증명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관점에서, 국내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 관련 연구는 
매우 미진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과 내국인 관점에서 
리더의 역할과 성과와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집단별 차
이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다국적 근로자들의 성과 관
련 연구의 선행 연구로서의 시사점을 가진다. 

실무적 관점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근무하는 
중소기업 문화를 형성하는 리더의 역할에 대한 제고를 
하였다. 즉, 리더의 진정성리더십이 개인들의(외국인, 내
국인) 긍정적 동기를 형성하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리더십 행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외국인과 내국인의 집단별 진정성리더십 세부요
인들이 개인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음
을 증명하였다. 

이론적 관점에서, 진정성리더십의 구성요인인 자기인
식, 관계적 투명성, 균형잡힌 정보처리 과정, 그리고 내재
화된 도덕적 관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외국
인과 내국인에게 확인하였다. 특히 국내에 외국인에게 직
접적으로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집단별 동기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함으로
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직 몰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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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관점에서, 외국인의 경우 조직에 몰입하기 위
해서는 리더가 외국인들의 생각을 청취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발견
하였다. 반면, 내국인의 경우 투명한 관계, 생각의 청취, 
그리고 조직 운영의 도덕성과 같은 전체적인 진정성리더
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외국인들
은 보다 좁은 범위의 진정성리더십에 대한 영향을 인지
하기 때문에, 외국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조직 몰입에 의한 개인의 
역할 성과 향상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집단 유형과 관
계없이 개인의 역할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애사심 등과 같은 몰입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제조기반 중소 뿌리기업들의 경우 리더의 역할과 행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
으며, 향후 연구 방향으로 제시한다. 

첫째, 기업 리더와 소속 조직원에 대한 1:1 매칭 설문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기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
는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여 진
정성리더십과 성과간의 관계를 설문하였다. 진정성리더
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리더(CEO)와 소속 
조직원(외국인, 내국인)을 함께 설문하여야 하나,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있어, 대상 기업에서 외국인, 내국인 각 1
명씩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1대1 매칭이 되지 않았
는데, 집단별 설문 거절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기업별 
집단별 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보다 타당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기업 내 리더와 조직원의 개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설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과에 대한 다각적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근무 조건, 직무 등이 차이가 존재하
여, 역할 내 성과 요인을 성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
한다면, 외국인에 의한 조직 차원의 성과 요인에 대한 답
변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 차
원의 정량적, 정성적 관점의 성과를 제시하고 영향관계를 
분석한다면, 높은 현실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종단적 연구를 통해 서베이 기법의 한계를 극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
들의 성과와 진정성리더십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하여 설문당시의 응답자의 생각을 기반으로 정량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응답내용의 왜곡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
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실질 결과

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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