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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seniors on 
the empowerment and commitment of kitchen employees. To achieve this goal, 149 copies of valid questionnaire 
collected from kitchen employees in hotels, restaurants and catering service companies were used to 
analyse the data. In findings, catering service field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lation-
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empowerment. Family restaurants and quick service restaurants, 
on the other hand, showed strong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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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으로 서비스 산업에 한 비 이 증

가하면서 해당 산업을 표할 수 있는 호스피탈

리티 산업의 조직 구조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변화는 획일 인 운  

시스템보다는 다국 인 체인의 확산, 탁 경  

방식, 랜차이즈 방식에 의한 경  등의 형태로 

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의 

상인 조리직은 인  서비스 의존도가 높기 때

문에 업장별로 서로 원활한 조가 요구되며, 

유연한 조직 구조가 필요하게 된다. 체로 유연

한 조직 구조를 갖기 해서는 상사와 조직 구성

원간의 긴 한 계의 형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데, 이를 해서는 상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리더십에 하여 이론 인 근이 시도된 것

은 20세기 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후 리더십 

연구는 기업 내에서 인간의 상상력이나 창의성에 

의한 경쟁 우 의 개념이 정립되고, 인 자원에 

한 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  요구에 부응

하기 하여 다양한 근 으로 나타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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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th-goal 이론은 House(1971)의 경로-목표이론이고, LMX(VDL)은 Scandura & Graen(1984)와 Graen & Uhi-Bien (1995)에 의

하여 확산되며, 카리스마  리더십은 Conger & Kanungo(1987), Shamir (1993)로 이어지고, 변  리더십은 Bass(1985), 
Bass(1998)의 연구로 이어진다. 한, 략  리더십은 Finkelstein & Hambrick (1996)에 의하여 이론이 심화되며, 슈퍼 

리더십은 Manz & Sims(1992)에 의하여 셀 리더십으로 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다. 
즉, 카리스마  리더십, 비  리더십, 감  

리더십, 변  리더십, 거래  리더십 등(Howard 
& Huse 1995)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 의 하나

인 변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변

화를 지향하는 리더십이고, 거래  리더십(transac-
tional leadership)은 안정지향 인 리더십이다. 변

 리더십은 조직의 변화와 매우 히 련

되어 있으며, 수동 인 사고보다는 극 ․창의

으로 신 인 사고를 지향하는 리더십을 말한

다(Pawer 2003). Burns(1978)에 의하여 처음으로 

거래 ․변  리더십 이론이 제시된 이후에 Bass 
(1985)는 그 측정 도구를 구체화하 는데, 변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 인 참여로 창의

력을 북돋게 하고, 스스로 업무를 장할 수 있도

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이 조

직과 집단을 해 업무에 념하도록 하는 이

다. 조리직 종사자들은 구성원간의 유연한 조

계가 요구되며, 종사원 개인의 창의 인 노력이 많
이 요구되는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리직 종사자들을 상으로 변  

리더십을 측정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수행된 변  리더십 연구

는 부분이 일반기업의 종사원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리직 종사자들에 한 연구의 부분

은 직무 만족과 경  성과(김순기 2006)와 만족, 
서비스 품질 제공 수 의 향(2002)에 한 연

구들로 집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임 워먼트는 개인의 신 역량을 강화

하는 것으로 조직원과 조직의 목표 달성에 요

한 의미를 안겨 주게 되며, 상사의 변  리더십

과 종사자의 임 워먼트, 임 워먼트와 종사자의 

조직 몰입의 련성은 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텔과 패 리 스토

랑  패스트푸드업의 조리직 종사자가 느끼고 

있는 상사의 변  리더십이 임 워먼트와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과 임 워먼트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변  리더십

변  리더십은 Burns(1978)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 Bass(1985)는 실증 인 측정 도구를 

개발하 다. 리더십 이론은 1950년 에는 특성론

의 으로 근되었으며, 1960년 에는 상황론

(Hersey & Blanchard 1969)이 강조되었다. 한편, 
1970년 에는 Path-goal 이론(House 1971), LMX 

는 VDL(Dansereau et al. 1975), 카리스마  리

더십(House 1977), 변  리더십(Burns 1978)으
로 근되었다.

그 이후 1980년 에는 략  리더십, 슈퍼 리

더십(Manz & Sims 1989)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
에는 슈퍼 리더십이 셀  리더십(Manz & Sims 

1992; Manz 1996) 이 부각되었다
1). 이른바 

리더십 이론은 통  리더십과 새로운 리더십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  리더십은 특성론, 행
론, 상황론으로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고, 새로

운 리더십은 비 론, 변화론, 교환론, 추종자 

심론, 이슈론, 희생론과 같이 구분되고 있다. 여
기에서 본 연구에서 용하고자 하는 변  리

더십은 새로운 리더십의 변화론과 련이 있다. 
Bass(1985)는 변  리더십이란 ‘부하의 복종 

이상의 것에 기 하여 부하의 욕구 수 을 높이

고, 내재  동기, 나아가 자유, 평등, 정의, 평화 

등의 도덕  동기와 욕구에 을 두어 부하의 

신념, 욕구, 가치의 변화를 안겨 주어 개인, 집단, 
조직의 변화를 래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고 



조리직에서 상사의 변  리더십이 종사자의 임 워먼트와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 429

하 다. Bass(1985)는 변  리더십의 측정 도구

인 MLQ-1을 개발하 는데, 이는 카리스마, 개별

 고려, 지  자극, 상황  보상, 외 리형 리

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부하가 상사 

혹은 리자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이

후 Bass & Avolio(1992)는 MLQ-6을 개발하 는

데, 이것은 변  리더십 4개 요인과 거래  리

더십 2개 요인, 비거래  리더십(자유방임  리

더십) 1개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MLQ-1
과는 달리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리더십을 평가

하는 방식이다.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변  리더

십을 호스피탈리티 조리직 종사자에게 용하여 

연구를 시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조리사의 직무가 생산하는 업무에 한정되었다면 

 사회에서 조리 종사자는 경  리자로서의 

역할 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김기 ․경 일 

2003). 즉, 이것은 조리 분야 종사자가 변  리

더십을 갖추고 있을수록 경  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정 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변  리더십에 한 측정은 BASS(1985)가 개

발한 MLQ-1이 많이 이용되었다. 구정 ․이방식

(2005)은 11문항을 리커트 5  척도로 호텔 종사

자의 변  리더십을 측정한 결과, 카리스마, 개
별  배려, 지  자극 등의 3개 요인을 제시하

다. 
한, Bass(1990)는 변  리더십은 리더십의 

효과가 부하들에게 편익이 되느냐와 상 없이 그

들의 동기를 활성화시키고 몰입을 증가시키면 변

 리더가 된다고 하면서 카리스마, 개별  배

려, 지  자극, 감  고취가 심 내용이라고 하

다. 윤상돈․추헌(2006)은 Bass(1990)가 개발한 

MLQ-5를 용하여 변  리더십 20문항, 거래

 리더십 10문항을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신형섭․강종천(2007)은 Bass(1985)와 Bass & 

Avolio(1989) 등의 연구를 토 로 모두 17개의 문

항으로 종사원의 변  리더십을 측정하 다. 

그 결과 분발 고취, 지  자극, 카리스마, 개별  

고려 등의 요인으로 구성이 된다고 밝혔다. 한, 
이상우(2007)는 호텔 리자의 변  리더십을 

측정하기 하여 MLQ-5에서 제시되고 있는 카

리스마 12문항, 개별  배려 4문항, 지  자극 4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카리스마 6문항, 개별  

배려 4문항, 지  자극 2문항으로 구성됨을 밝혔

다. 
한편, 송기옥․신인철(2007)은 김한 (1997)의 

연구를 토 로 변  리더십을 측정할 수 있는 4
문항의 차원을 제시하 다. 정지명․이 용(2007)
은 Bass(1988)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수정․보완

하여 15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선행 연구를 토 로 개별  배려, 감  리더

십, 카리스마 요인을 측정하기 하여 12문항을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2. 임 워먼트

임 워먼트(empowerment)는 정치학 는 사

회학에서 먼  시작된 개념으로, 이에 한 연

구가 경 학에서 본격 으로 실시된 것은 1980
년  반 이후부터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 내

에서 임 워먼트의 향력은 많은 연구자들의 

주요 심 상이 되어왔다. 조직은 경쟁력 강

화 차원에서 통제를 하 던 통 인 계층  구

조에서 참여 인 수평  구조로 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 워먼트는 조직을 탄력

으로 운 하는데 필요한 수단뿐만 아니라 조직

의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 요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균 2000; 홍경옥․

강도용 2005).
Bowen & Lawler(1992)는 임 워먼트란, ‘조직 

행동에 한 정보, 조직 행동에 기 한 보상, 종
사원이 조직 행동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

식, 조직의 방향과 행동에 향을 미치는 의사 결

정권을 종사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 다. 
한편, Fulford & Enz(1995)는 임 워먼트를 

‘권한 임과 심리학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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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향력이 있고, 추구하는 구체 인 목표에 한 

역할 수행 능력, 통제력, 권한 수용을 느끼는 것’
이라고 하 다. 즉, 임 워먼트란 조직의 목표 달

성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종사원이 자율 인 통제

력을 갖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Spreitzer(1995)는 임 워먼트의 구성

차원을 ‘의미성, 향력, 자기 결정력, 자신감’으
로 제시하 다. 

임 워먼트는 개인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함은 

물론 조직의 역량을 증 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 워먼트

를 Spreitzer(1995)가 개발한 도구를 용하여 리

커트 5  척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3. 조직 몰입 

Porter 등(1974)은 ‘개인이 자신과 동일시하고 

조직에 공헌하고자 하는 상 인 정도’를 조직 

몰입으로 보았다. 한편, 채순화(2004)는 조직 몰

입이란 ‘구성원 개개인이 조직에 하여 느끼고 

있는 일체감 정도이며,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 

 가치 을 받아들여 조직을 해 노력을 아끼

지 않는 감정  상태로서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남아있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단하여 조직에 오

래 남으려는 심리 인 애착’이라고 하 다. 이처

럼 ‘조직 몰입은 한 개인이 특정한 조직에 하여 

가지게 되는 동일시와 여도의 상  강

도’(Mowday & Porter & Steers 1982)이고,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들이 재 소속되어 있는 조

직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으로 잔류하려

는 정도’(Shore & Qayne 1993)라고 할 수 있다. 
Meyer & Allen(1990)은 조직 몰입을 정서  

몰입, 유지  몰입, 규범  몰입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18개 문항을 제시하 다. 이
에 비해 Poter 등(1974)은 조직 몰입에 하여 단

일차원인 동일시, 공헌, 충성심 등에 하여 9개 

문항으로 측정을 하 다. 이수 (2006)은 조직 몰

입을 6개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정서  몰입 4문

항, 유지  몰입 2문항으로 구성된다고 하 다. 
한편, 김호균(2007)은 Mowday & Porter & Steers 
(1982)와 Meyer & Allen & Smith(1993)의 연구를 

토 로 정서  몰입과 련된 6문항을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이상과 같이 조직 몰입은 

단일차원과 다차원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도출된 10문
항에 하여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고자 한

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의 모형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호스피탈리티 조리직에서 상사의 

변  리더십이 종사원의 임 워먼트와 조직 몰

입에 미치는 향과 임 워먼트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을〈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 다.
변  리더십이 임 워먼트에 유의한 향(홍

경옥․강도용 2005; 윤상돈․추헌 2006; 정지명․

이 용 2007)을 미치며, 변  리더십은 정서  

몰입에 해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신형섭․강종천 2007). 고성돈(2000)
은 변  리더십이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

다. 송기옥․신인철(2007)은 변  리더십은 조

직 몰입에 해서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임 워먼트는 조직 몰입에 해서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이철우 2000; 홍경옥․강도

용 2005; 정지명․이 용 2007). 구정 ․이방식

(2005)은 종사자의 변  리더십은 조직 몰입에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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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김경환․이

상우(2006)는 변  리더십은 조직 몰입에 해

서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권형섭

(2006)은 변  리더십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직

 효과보다도 임 워먼트의 매개를 통하여 임

워먼트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력이 높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

설을 설정하게 되었다. 조리직 종사자들은 직무

를 수행하면서 자기결정력과 자신에 한 의미와 

능력에 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

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리직 종사자

들에게 있어서 상사의 변  리더십이 조직 몰

입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

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상사의 변  리더십은 종사자의 임

워먼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상사의 변  리더십은 종사자의 조직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종사자의 임 워먼트는 자신의 조직 몰

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 변  리더십이란 ‘호스피탈리

티 조리직에서 상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니고 

있거나 표출하는 리더의 한 형태로서 종사원에 

하여 배려, 비  제시, 자신감, 추진력 등으로서 

리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임 워먼

트란 ‘종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

로 과업에 한 결정을 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자

신감을 보이는 등의 행동 인 양상과 과업에 

하여 가치를 느끼고 있는 주 인 느낌의 정도

를 의미’한다. 
한, 조직 몰입이란 ‘종사원이 자신이 소속되

어 있는 조직에 하여 보람과 의지 인 느낌을 

지니고 있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상의 구성

개념들을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5 (1 :  그 지 않다, 3 : 보통이다, 5 : 
매우 그 다)로서 측정을 하 다.

Ⅳ.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1. 표본의 특성 분석

설문조사는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3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에 걸쳐서 부산 지역의 특

호텔과 탁 식업체, 패 리 스토랑/패스트

푸드업의 조리직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을 통하여 

설문을 배포한 다음, 이들이 직  종사원들에게 

설문의 취지를 설명한 후 직  회수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고, 설문서 작성이 완료된 것에 하

여 연구자가 우편으로 수를 받았다.
설문은 모두 300부를 배포하여 202부가 회수

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상사의 변  리더십을 

많이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지 된 탁 식(53
부)을 제외한 149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통계 로그램은 SPSS 12.0이며, 
응답자의 특성에 한 분포는〈표 1〉과 같다. 

2. 신뢰도  타당도 분석

변  리더십에 하여 베리맥스(Varimax) 직
각회 법에 의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
인 구성을 해하는 1문항이 제거되었으며, 11문
항은 ‘개별  배려, 감  배려십, 카리스마’ 등
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11문항은 약

61% 정도 해당 변  리더십을 설명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요인 분석의 신뢰도는 0.62～
0.76으로 도출되었다(표 2 참조). 

임 워먼트 12문항에 하여 베리맥스 직각회

법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성 항목들

은 임 워먼트를 약 68% 정도 설명하 다. 한, 
요인 분석 결과 ‘자기 결정력, 의미성, 향력, 자
신감’ 등의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요인 분

석의 신뢰도는 0.69～0.76 수 으로 확인되어 각

각 요인 분석으로 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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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특성 분포

구분 빈도 구성비(%) 구분 빈도 구성비(%)

성별
남자

여자

88
61

59.1
40.9

직

주방장( 리 이상)
조리사(주임 )
조리사

조리견습생

조리보조

14
30
70
25
10

9.4
20.1
47.0
16.8
6.7

연령

20
30
40  이상

89
47
13

59.7
31.5
8.8

학력

, 고졸

문 졸

학졸 이상

22
73
54

14.8
49.0
36.2

조리직

근무

인원

5인 미만

5～10인
11～14인
15인 이상

26
80
13
30

17.4
53.7
8.7

20.1

조리직

근무

경력

3년 미만

3～7년 12월
8～11년 12월
12～14년 12월
15년 이상

무응답

76
36
17
9
7
4

51.0
24.2
11.4
6.0
4.7
2.7

근무

업종

호텔

패 리 스토랑

패스트푸드

78
51
20

52.3
34.2
13.4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만원 이상

54
73
22

36.2
49.0
14.8

<표 2> 변  리더십에 한 요인 분석

요인명

(고유값, 분산)
측정 항목

요인

재량
공통성 신뢰도

개별  배려

(2.333, 21.208%)

상사는 나를 조직 구성원이 아닌 인격체로 우함

상사는 과업수행 시 나의 역할을 강조함

상사는 부하의 애로사항을 함께 나눔

상사는 나의 장 /강 이 잘 활용되도록 배려함

.788

.681

.679

.491

.655

.611

.555

.497

0.730

감  리더십

(2.276, 41.900%)

상사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비  제시

상사는 목표를 해 열정 으로 교육/ 화함

상사는 신념이나 가치 을 자주 얘기함

상사는 부하들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

.764

.762

.718

.533

.680

.701

.616

.569

0.764

카리스마

(2.105, 61.036%)

상사는 미래를 매우 낙 으로 

상사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것에 자 심을 보임

상사는 소신이 강하며, 자신행동에 강한 확신

.816

.747

.617

.680

.644

.506
0.622

<표 3> 임 워먼트에 한 요인 분석

요인명

(고유값, 분산)
측정 항목

요인

재량
공통성 신뢰도

자기 결정력

(4.770, 39.748%)

나는 의사 결정 시 한 향력을 행사함

나의 의견이 업무 수행 시 잘 반 되고 있음

나의 행동이 업무 수행에 요한 향을 미침

나는 업무 수행 방법을 스스로 결정함

.862

.781

.631

.488

.781

.689

.573

.404

0.751

의미성

(1.305, 50.526%)

나는 조직을 잘 이끌 자신이 있음

나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 처리하고 있음

내가 맡은 임무는 개인 으로 의미가 있음

.848

.760

.641

.769

.631

.609
0.730

향력

(1.127, 60.018%)

내가 맡은 업무는 나에게 비 을 제시함

내가 맡은 임무는 나의 성장에 요함

내가 맡은 임무는 우리 조직에 요함

.864

.781

.503

.826

.791

.556
0.764

역할 수행 능력

(1.001, 67.995%)
나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

나에게 부여된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865

.758
.786
.744

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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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조직 몰입 10문항에 하여 베리맥스 

직각회 법으로 요인 분석의 결과, 요인 구성을 

해하는 1개 문항이 제거된 이후 모두 9문항이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따라서 요인명은 ‘정서

 몰입과 규범  몰입’으로 명명하 고, 요인이 

조직 몰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59%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인 분석의 신뢰도는 0.76과 0.82 
수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분석에 용된 11
문항을 그 로 반 하 다.

3. 가설의 검증

1) 가설 1의 검증

‘상사의 변  리더십이 종사원의 임 워먼트

<표 4> 조직 몰입에 한 요인 분석

요인명

(고유값, 분산)
측정 항목

요인

재량

요인

재량
신뢰도

정서  몰입

(2.871, 41.256%)

이곳 생활은 삶의 일부분임.
내가 이곳을 그만두더라도 이곳에 애착이 있음

이곳은 나의 평생 직장임

이곳 생활은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끼게 함

이곳 생활은 가정과 같은 온화함을 안겨

.806

.754

.746

.743

.663

.678

.608

.561

.624

.510

0.817

규범  몰입

(2.404, 58.610%)

조리사 근무에 하여 사명감을 갖고 있음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음

어떠한 회사의 업무라도 잘 수행할 자신 있음

부여된 임무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음

.807

.761

.702

.684

.668

.588

.508

.529

0.755

<표 5> 변  리더십이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향

구분 모형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 오차 β t값 유의도

T 수정 R2=.254, F=51.408, p=.000** 개별  배려 .493 .069 .509  7.170 .000**

H 수정 R2=.280, F=30.928, p=.000** 개별  배려 .507 .091 .538  5.561 .000**

FF 수정 R2=.207, F=19.273, p=.000** 개별  배려  .477 .109 .467 19.273 .000**

** p<0.01, T: 체, H: 호텔, FF: 패 리 스토랑/패스트푸드 .

<표 6> 변  리더십이 역할 수행 능력에 미치는 향

구분 모형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 오차 β t값 유의도

T 수정 R2=.132, F=23.472, p=.000** 개별  배려 .409 .084 .371 4.845 .000**

H 수정 R2=.093, F= 8.939, p=.004** 개별  배려 .318 .106 .324 2.990 .004**

FF 수정 R2=.140, F=12.408, p=.001** 개별  배려 .478 .136 .390 3.522 .001**

** p<0.01, T: 체, H: 호텔, FF: 패 리 스토랑/패스트푸드 .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는 연구 가설 1을 

분석한 결과,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첫째, ‘상사

의 변  리더십은 자기결정력 요인에 해서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1을 다

회귀분석(단계별법)으로 검증한 결과, 변  

리더십의 개별  배려 요인만이 p<0.01에서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텔은 패 리 스토랑  패스트푸드

보다도 상사의 개별  배려가 종사자의 자기결정

력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상사의 변  리더십은 역할 수행 능력

에 해서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2를 다 회귀분석(단계별법)으로 검증한 결과, 



한국조리학회지 제 14권 제 4호(2008)434

변  리더십의 개별  배려 요인만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 리 스토랑

과 패스트푸드는 호텔보다도 상사의 개별  배려

가 종사자의 역할 수행 능력에 높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사의 변  리더십은 향력에 해

서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3을 

다 회귀분석(단계별법)으로 검증한 결과, 변
 리더십의 개별  배려 요인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 워먼트의 향력

에 해서 호텔업은 패 리 스토랑/패스트푸드

업보다도 상사의 개별  배려가 미치는 향 정

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사의 변  리더십은 의미성에 해

서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4를 

다 회귀분석(단계별법)으로 검증한 결과, 체 

표본에서는 감  리더십과 개별  배려 요인이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호텔업에서는 감  

리더십이, 그리고 패 리 스토랑/패스트푸드업

은 카리스마 요인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1-4는 부분 으로 채

택되었다.
호텔업에서는 감  리더십이 임 워먼트의 

의미성에 해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7> 변  리더십이 향력에 미치는 향

구분 모형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 오차 β t값 유의도

T 수정 R2=.164, F=30.120, p=.000** 개별  배려 .426 .078 .412 5.488 .000**

H 수정 R2=.174, F=17.257, p=.000** 개별  배려 .401 .097 .430 4.154 .000**

FF 수정 R2=.115, F=10.129, p=.002** 개별  배려 .404 .127 .358 3.183 .002**

** p<0.01, T: 체, H: 호텔, FF: 패 리 스토랑/패스트푸드 .

<표 8> 변  리더십이 의미성에 미치는 향

구분 모형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 오차 β t값 유의도

T 수정 R2=.243, F=24.776, p=.000**
감  리더

개별  배려

.332

.315
.097
.102

.297

.270
3.412
3.099

.001**

.002**

H 수정 R2=.259, F=27.949, p=.000** 감  리더 .633 .120 .519 5.287 .000**

FF 수정 R2=.181, F=16.511, p=.001** 카리스마   .458 .113 .439 4.063 .000**

** p<0.01, T: 체, H: 호텔, FF: 패 리 스토랑/패스트푸드 .

분석되었다. 패 리 스토랑과 패스트푸드에서

는 카리스마 요인만이 의미성에 해서 유의한 

향력을 보 다.  

2) 가설 2의 검증

‘상사에 한 변  리더십이 종사원의 조직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와 같이 설

정하여 검증한 결과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첫째, ‘상사의 변  리더십은 종사원의 정서

 몰입에 해서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
는 가설 2-1을 다 회귀분석(단계별법)으로 검증

한 결과,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

다. 특히 패 리 스토랑/패스트푸드업에서의 

감  리더와 카리스마 리더가 정서  몰입에 

하여 다소 강한 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호텔업의 경우는 감  리더만이 정서  몰입에 

하여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검증되

었다. 따라서 가설 2-1은 부분 채택되었다.
둘째, ‘상사의 임 워먼트가 종사원의 규범  

몰입에 해서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2를 다 회귀분석(단계별법)으로 검증한 

결과, 개별  배려 요인만이 규범  몰입에 해

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향 정도에 있어서 패 리 스토랑/패스트푸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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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변  리더십이 정서  몰입에 미치는 향

구분 모형식
독립변수

요인명
회귀계수 표 오차 β t값 유의도

T 수정 R2=.213, F=21.039, p=.000**
감  리더

카리스마

.371

.207
.088
.086

.348

.198
4.242
2.414

 .000**
.017*

H 수정 R2=.106, F=10.086, p=.000** 감  리더 .373 .118 .342 3.176  .002**

FF 수정 R2=.329, F=18.172, p=.000**
감  리더

카리스마

.359

.368
.122
.131

.344

.327
2.802  .007**

* p<0.05, ** p<0.01.

<표 10> 변  리더십이 규범  몰입에 미치는 향

구분 모형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 오차 β t값 유의도

T 수정 R2=.218, F=42.351, p=.000** 개별  배려 .447 .069 .473 6.508 .000**

H 수정 R2=.192, F=19.340, p=.000** 개별  배려 .390 .089 .450 4.398 .000**

FF 수정 R2=.208, F=19.344, p=.000** 개별  배려 .469 .107 .468 4.398 .000**

** p<0.01.

이 호텔업보다도 다소 높은 향력으로 종사자의 

규범  몰입에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2-2는 부분 채택되었다.

3) 가설 3의 검증

‘연구 가설 3: 상사에 한 변  리더십이 종

사원의 조직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를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단계별법)
을 실시한 결과, 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종사

원의 임 워먼트 에서 의미성 요인은 정서  

몰입에 하여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호텔보다도 패 리 스토랑  패스

트푸드 종사원들의 의미성이 정서  몰입에 보다 

강한 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한, 체 표본과 호텔업의 경우는 과업 의미

<표 11> 임 워먼트가 정서  몰입에 미치는 향

구분 모형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 오차 β t값 유의도

T 수정 R2=.282, F=30.050, p=.000**
의미성

자기결정력

.379

.236
.081
.097

.397

.205
4.688
2.423

 .000**
.017*

H 수정 R2=.194, F=19.582, p=.000** 의미성 .404 .091 .453 4.425  .000**

FF 수정 R2=.326, F=34.822, p=.000** 의미성 .624 .106 .579 5.901  .000**

* p<0.05, ** p<0.01.

성이 역할 수행 능력보다 규범  몰입에 해서 

강한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패 리 스토

랑, 패스트푸드업에서 역할 수행 능력이 과업 의

미성보다도 규범  몰입에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 표본과 호텔업의 결

과와는 다른 차이 이라 할 수 있다.
가설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  리더십의 개별  배려가 강할수

록 종사자의 자기결정력과 역할 수행 능력, 향

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개

별  배려가 강해도 종사자의 의미성에는 유의한 

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  리더는 임 워먼트의 의미성 요

인에 해서만 유의한 향력을 보 다. 즉, 상사

의 신념과 목표 추구 노력은 종사자들의 직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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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임 워먼트가 규범  몰입에 미치는 향

구분 모형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 오차 β t값 유의도

T 수정 R2=.560, F=63.718, p=.000**
향력

의미성

역할 수행 능력

.362

.240

.215

.060

.054

.053

.396

.296

.251

6.056
4.479
4.056

.000**

.000**

.000**

H 수정 R2=.500, F=30.928, p=.000**
의미성

향력

역할 수행 능력

.345

.223

.188

.075

.089

.078

.448

.240

.212

4.602
2.494
2.410

.000**

.015**

.018**

FF 수정 R2=.581, F=49.562, p=.000**
향력

역할 수행 능력

.516

.267
.075
.069

.581

.326
6.899
3.876

.000**

.000**

* p<0.05, ** p<0.01.

행에 한 의미 부여와 히 련되어 있는 것

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호텔과 패 리 스토랑  패스트푸드

에서 변  리더십의 개별  배려는 정서  

몰입에 해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넷째, 패 리 스토랑과 패스트푸드에서 감

 리더는 종사자의 정서  몰입에 해서 유의

한 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다섯째, 임 워먼트의 의미성은 정서  몰입에 

해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규범  몰입에 해서는 의미성, 향력, 역할 

<표 13> 분석 결과의 요약

표본
변

리더십

임 워먼트(가설 1) 조직 몰입(가설 2)
임 워먼트

조직 몰입(가설 3)

자기

결정력

역할 수행

능력
향력 의미성

정서

몰입

규범

몰입

정서

몰입

규범

몰입

T

개별  배려 .509** .371** .412** .270** - .473** 의미성 .397** .296**

감  리더 - - - .297** .348** - 자기결정력 .205**

카리스마 - - - - .198* - 향력 .396**

- - - - - - - 역할 수행 능력 .251**

H

개별  배려 .538** .324** .430** - - .450** 의미성 .453** .448**

감  리더 - - - .519** .342** - 향력 .240**

카리스마 - - - - - - 역할 수행 능력 .212**

F&F

개별  배려 .467** .390** .358** .468** 의미성 .579**

감  리더 .344** 향력 .581**

카리스마 .439** .327** 역할 수행 능력 .326**

주) T: 체, H: 호텔, F&F: 패 리 스토랑 & 패스트푸드 , * p<0.05, ** p<0.01.
음 처리는 독립변수가 개별 종속변수에 해서 가장 향력이 높은 베타(β)값에 하여 표시를 하 음.

수행 능력 등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변  리더십이 조직 몰

입에 미치는 향보다는 임 워먼트가 조직 몰입

에 미치는 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임 워먼트의 매개 작용에 한 가능

성을 안겨 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호텔, 패 리 스토랑  패스트푸

드의 조리직 종사자들을 상으로 상사의 변  

리더십이 종사자의 임 워먼트와 조직 몰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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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먼트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실증분석으로 실시하 는데,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  리더십은 모두 12문항으로 측정

을 하 으나 분석 과정에서 1문항이 제거된 후, 
11문항에 의해 ‘개별  배려, 감  리더, 카리

스마’ 등의 3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임 워먼

트는 모두 12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의미성, 자
기결정력, 향력, 역할 수행 능력’ 등의 4개 요인

으로 구성되었고, 다음으로 조직 몰입은 10문항

으로 측정하 는데, 요인 분석 과정에서 요인 구

성을 해하는 1개 문항이 제거된 후, 9문항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서  몰입과 규범  몰입의 2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변  리더십이 임 워먼트

에 미치는 향과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 임
워먼트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

과, 부분 으로 유의한 향 계가 확인되어 연

구 가설은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셋째, 변  리더십이 임 워먼트의 자기 결

정력, 역할 수행 능력, 향력 요인에 하여 카

리스마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임
워먼트의 카리스마는 의미성 요인에 하여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상사의 자신감과 

강한 소신 등은 종사원의 임무 수행에 한 의미

를 안겨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조리직에서 상

사의 비  제시와 자 심 는 소신 등은 종사원

의 임무 수행 능력과 목표 달성을 제외하고는 임

워먼트에 하여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변  리더십의 개별  배려 요인은 정

서  몰입에 하여, 감  리더와 카리스마는 

규범  몰입에 하여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조리직에서 

상사의 변  리더십 요인 에서 개별 인 배

려는 원 간의 유연한 계가 무엇보다 요함

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임 워먼트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분석에서 향력과 역할 수행 능력 요인은 정

서  몰입에 하여, 그리고 자기결정력 요인은 

규범  몰입 요인에 하여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다

음과 같은 시사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첫
째, 조리직에 있어서 상사의 변  리더십은 종

사원의 임 워먼트와 깊이 련되어 있으며, 상
사의 변  리더십이 종사원의 조직 몰입에 미

치는 향 정도보다는 임 워먼트에 의하여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 정도가 보다 유의한 향력

을 안겨주게 된다는 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론

으로 조리직에서도 상사의 변  리더십이 조

직 몰입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작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임 워먼트는 변  리더십이 조직 몰입에 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를 안겨주는 변수라

고 할 수 있다. 둘째, 호텔업에 있어서는 상사의 

개별  배려가 많아질수록 종사원들의 자기결정

력과 역할 수행 능력, 향력 등이 향상되어질 수 

있게 되며, 상사의 감  리더가 강해질수록 종

사원의 의미성(자신감)은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호텔에서 

상사 유연한 리더십은 종사원의 능력 향상에 

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패
리 스토랑  패스트푸드업의 경우, 상사의 개

별  배려가 강할수록 종사원의 자기결정력, 역
할 수행 능력, 향력 등은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으며, 상사의 카리스마가 강한 경우에는 

종사원의 의미성(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상사의 배려는 종사원의 정 인 

근무 의욕 고취와 업무 수행에 정 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상사가 분별력이 있게 업무에 임할 

경우에는 종사원도 자신감을 지니고 평소에 업무

에 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호텔과 패 리 스토랑  패스트푸드

업의 경우, 모두 종사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를 스스로 잘 처리함과 동시에 맡은 업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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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미를 느끼고 있을수록 자신의 정서  몰입

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 종사원

의 규범  몰입에 해서는 호텔업의 경우는 자

기결정력을 제외한 ‘의미성, 향력, 역할 수행 

능력’ 등에서 유의한 향이 확인되었으나, 패
리 스토랑  패스트푸드업의 경우는 ‘ 향력, 
역할 수행 능력’에 해서만 유의한 향이 확인

되었다. 즉, 호텔 종사원들은 반 으로 자신의 

임 워먼트에 의해서 업무에 한 사명감과 충실

한 업무 수행 의지를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패

리 스토랑과 패스트푸드는 자신이 지각하고 있

는 업무 비 , 성장 가능성, 자신의 업무 수행 능

력, 목표 달성 정도 등에 의해서 자신의 업무에 

한 사명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볼 때, 상사의 개인 인 배

려가 종사원의 임 워먼트와 조직 몰입에 하

여, 그리고 종사원의 임 워먼트는 자신의 조직 

몰입에 하여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리직에서 상사의 

개인 인 배려는 종사원의 목표 달성과 조직 몰

입 측면에서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부산 지역에 한정되어 수

집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확 해석에는 한계

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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