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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ed a theoretical research system about the impact of bos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at 
is recognized by super luxury hotel chefs on their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and on the basis of this 
theoretical background, the model was derived and the hypothesis was confirmed by empirical research. A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245 samples collected in this 
study,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of bos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nd 'Cronbach's a' was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reliability. 
In addition, 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nd the influencing relations of variables were verified by 
runn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SPSS ver 18.0 statistical package in order to verify this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harisma (p<0.01) and only the individual concern (p<0.1) had a positiv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Second, as a result of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job performance through a regression coefficient, it was shown that only boss' intellectual 
stimulation had an impact on the chef's job performance (p<0.005). Through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that bos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correlation and a significant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the effort of providing the systematic support and motivational aspects of supporting 
environment will be needed.

Key word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charisma, individual concern, 
intellectual stimulation

Ⅰ. 서  론

 기업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격한 변

화, 세계화, 다양성 등으로 조직을 변화시키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은 새로운 환경변

화에 한 응과 신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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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 자원 리 환경에 많

은 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호텔산업의 경우 

노동집약 인 산업으로서 종사원에 한 인 자

원 의존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아 매우 요시 되

고 있다(Um YH․Lee JR 2004).
호텔 내 조리부서의 경우 기계화와 자동화에 

한 한계성이 높고 부분의 업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상 다른 부서에 비해 상

으로 인 의존도가 높으며(Shin AS․Kim EH 
2005), 직무 한 엄격한 서열 구분  책임에 

한 명확성을 포함하여 고도의 문 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채 철 2006). 더불어 조리사의 작업

환경은 소음이 많고 각종 험한 기구와 더 로 

육체 인 피로도가 높아 강한 직업의식이 요구되

며, 은 인원으로 과 한 업무량  불규칙한 휴

무와 근무시간  낮은 임 에 집 력을 요구하

는 직무의 특성 상 이직률 한 높은 직종이다

(McCabe V 2001). 그래서 조리사의 직무환경에

서 조직의 목표를 효율 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요한 요인으로써 리더의 역할이 두되고 있다

(Shin HS․Kang JC 2007). 많은 기업체들이 과거 

직·간 인 통제와 지휘  감독 신, 구성원에

게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주어진 방향

의 범  내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하는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리더가 지도력과 통솔력

을 발휘하여 개별 구성원들과의 집단의 행동에 

향을 미치고 나아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직성

과와 목표달성에 연결시키는 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더란 조직이나 집단

의 목표달성을 한 행동을 하도록 다른 구성원

들에게 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여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리자로 조

직성과나 조직의 필수 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최근 리자와 종사자들 간의 

계를 비롯해서 업 목표 달성과 조직문화에 

한 향력 행사에 해서 이론 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지고 있으나(Yukl G & Van Fleet 1992) 
최근의 변화는 기존의 리더십으로 응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

운 리더십이 계속 연구되고 실제 조직운 에 

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리더십  조직 

구성원들에 한 확고한 믿음으로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며, 리더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고 배려와 

자극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을 일깨워  수 있는 

변  리더십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다. 
변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단순히 복

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리자와 종사자들 

상호간에 목표달성을 해 융합하게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므로 인해서 업무 성과는 물론이고 조

직발 을 해 종사원들의 신념과 욕구를 심어주

는 것(Shin HS 2011)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리
더 자신 스스로가 부하직원들에게 동기를 유발시

키고 도덕수 을 높이기 한 일련의 창조 활동

이라고 하고 있다(Northouse P. G 2004). 한 변

 리더십은 조직의 종사원들에게 새로운 비  

제시와 그들의 욕구를 자극하여 내제된 능력의 

발휘로 구성원의 가치, 신념, 욕구 등의 변화와 직

무만족, 업무성과, 추가  노력, 리더에 한 만족 

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Kreitner R & 
Kinicki A 1998) 다수 선행연구에서 리더의 역

할에 따라 직무만족과 업무성과에 유의한 정(+)
의 상 계가 있다는 연구가 되어져 왔다(Bass 
BM 1985; Hater JJ & Bass BM 1988; Deluga RJ 
1988). 

이러한 리더십의 요성은 국내 호텔 종사원을 

심으로 많이 진행되어져 왔으나(Lee JH et al. 
2005; Oh YS 2009; Kim SH et al. 2009; Lee SD․
Park BG 2010; Cho SB․Byun JW 2010) 호텔의 

여러 부서  상 으로 다른 부서보다 엄격한 

서열 구분  책임에 한 명확성을 포함하고 있

는 특 호텔 조리사만을 상으로 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특  호텔 조리사가 인지하

는 상사의 변  리더십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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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상 계와 특 호

텔 조리사를 심으로 한 리더십에 한 기

을 제시하고자 하 다.

Ⅱ. 이론  배경

1. 변  리더쉽의 정의

변  리더십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Burns 
JM(1978)에 의하면 변  리더는 추종자들의 의

식, 가치 , 태도의 신을 구함으로써 조직과 

사회체계의 변화와 신을 한 힘을 동원하는 

리더십으로 정의되고 있고(Yoo SD․Yim WS 
1999), 변  리더들은 자신이 이끄는 조직을 근

본 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며, 주어진 것만을 

유지하거나 리하는 거래  리더와 치되는 것

을 변  리더십이라 한다(Burns JM 1978). 
이러한 변  리더십은 부하 직원들에게 힘을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  조직 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며, 리더 개인의 특성과 행 , 부하 직원

과의 상호작용형태와 역할 계를 비롯해서 부하

직원들에 한 업무목표  조직 문화에 한 

향력이고(Yukl G 2006),  변  리더십은 종사

자들이 업무 성과를 최 한 끌어올리기 해서 

종사원들과의 거래에 의해 보상을 해주는 거래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으로서, 리더의 독특한 

개성을 시하는 리더십이리고 정의하고 있다

(Khoo H. S et al. 2008). 
한 변  리더십의 요성에 한 실증  

연구는 Bass BM(1985)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 졌

는데, 그는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 행

의 측정을 한 다요인 리더십 설문지(multiple 
leadership questionnaire : MLQ)를 개발하 다. 
Bass BM에 따르면, 변  리더십은 세 가지 과

정의 함수로 표시되는데, 첫째, 카리스마 이어

야 하고, 둘째, 개별 인 배려를 보여주어야 하고, 
셋째, 지 으로 자극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선행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변  

리더십의 리자들이 종사자들에게 회사 발 과 

미래에 한 비  제시는 물론이고 조직의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며, 조직원들이 획기 으로 변화할 수 있

도록 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Ko HS․Lee JY 2009)

2. 직무만족

작업 상황 내에서의 개인 행 를 결정하는 주

요한 역할 요인으로서의 근로자의 태도에 한 인

식은 오래 부터 있어왔으나 직무 만족의 특성과 

원인에 한 체계 인 연구의 시도는 1930년 부

터 시작되었다(Locke EA 1976; 김진호 2001).
직무만족에 한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를 살펴

보면 Locke EA(1976)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직

무 경험에 한 평가의 결과로 생기는 유쾌하거나 

정 인 감정 상태로 정의하 다. McCormick EJ 
& Tiffin J(1974)은 개인이 직무에서 얻어지거나 

경험하는 욕구 만족 정도의 함수로 정의하 고, 
Porter LW & Lawler EE(1968)는 기  이론 인 

에서 직무만족이란 직원이 실제 으로 얻은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의 수 을 과

한 정도로 정의하 다. 
한편 직무만족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크

게 Herzberg F(1966)의 2-요인 이론과 Locke 
EA(1976) 가치이론으로 나  수 있다. 

첫째, Herzberg F의 이론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내용요인과 상황요인에 의해 각각 정  혹은 

부정 으로 향을 받는다고 한다. 자에 해

서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후자에 해서는 불만

족도가 낮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이다. 
정  요인으로는 성취감, 인정, 승진, 책임 등이 

포함되며 부정  요인으로는 주로 조직 내의 감

독체계, 보수수 , 근무조건 등이 포함된다(방하

남 2000). 둘째, Locke EA(1976)의 가치이론은 직

무만족이란 개인이 지니는 욕구 는 가치를 개

인의 직무가 가져다주는 보상 는 결과가 어느 

정도 부합시켜주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 다. 
따라서 직무의 보상 는 결과가 개인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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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치를 충족시키면 그만큼 직무만족은 높아지

고 충족시키지 못하면 직무만족은 낮아진다는 것

이다(박 식 1999). 
더불어 직무만족이 높은 종사원은 직무활동에 

보다 정 으로 근하며,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해 호의 이며, 외부에 자신이 속한 조직을 홍

보하고, 조직 내에서 원만한 인간 계를 형성한

다고(Kim SJ ․Han JS 2007)볼 수 있다. 직무에 

만족한 종사원은 조직에 한 충성도나 일에 

한 집 도, 육체 ․정신  건강 뿐만 아니라 개

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반면 불만족

한 종사원은 이직을 하거나 직무에 한 성실도

가 떨어져 조직 내의 분 기를 부정 으로 몰고 

가는 등의 부정  결과를 래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한 

개인이 직무와 련하여 가지는 감정 인 상태라

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행동이나 활력이 아닌 상태

로 이해되며 태도, 가치, 신념, 욕구 등과 한 

계를 맺고 이러한 요소들의 충족의 정도로 의

욕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직무성과

일반 으로 성과란 조직이나 개인들의 계획과 

활동으로 인한 어떤 일을 통해 얻은 결과 는 활

동이나 작업 등을 성취하는데 있어서의 행  혹

은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성과는 조직의 

성공에 향을 미친 다는 명백한 효과 때문에 조

직 리자와 조직에 있어서 매우 요하며, 조직

몰입, 직무만족과 더불어 요한 조직유효성의 

지표로서 조직 리 분야에서 가장 리 연구되어 

오고 있다(Brown SP & Peterson RA 1993; Tett 
RP & Meyer JP 1993). 

이러한 업무성과와 련해서 Spencer JL & 
Spencer SM(1993)는 직무성과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최 한의 한계인 능력(지식, 기술)과 내

면에 감춰진 능력(자아개념, 속성, 동기)의 조합

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 다. 이는 잠재된 능

력이 표면화된 능력의 습득을 돕고, 습득된 능력

으로서의 기술이 직무성과에 향을 미치게 된다

는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와의 계에 한 모델

을 제시하 다. 
한 Pincus D(1986)는 조직구성원의 직무가 

어느 정도 성공 으로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결

정하는 개념으로 산업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생산

성의 의미와 일반 으로 동일한 것으로 사용된다

고 하 다.
더불어 Miller K(1990)는 직무성과를 조직구성

원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해 보여

 노력의 결과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직무성과는 

조직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실무자의 행동을 나타

내는 역동 이고 다면 인 행동이라고 하 다.
이처럼 부분의 연구자들은 직무성과는 구체

인 직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요한 조직 활동의 조화와 련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Ha DH․Park EJ 2006). 
Tett RP & Meyer JP(1993)는 직무성과를 조직

구성원들이 실 하고자 하는 일의 바람직한 상태, 
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정도로 정의하 다. 
구혜진(2002)은 직무성과란 자신이 맡은 직무

를 어떻게, 얼마나 성공 으로 수행하 느냐 하

는 것으로 실무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역동 이고 

다면 인 개념으로 집단의 능력이나 개인의 능력

을 평가하여 실무자들의 직무를 단하고 승진에 

반 하기 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정의하 다.
즉, 직무성과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어떻게, 얼

마나 성공 으로 수행하 느냐 하는 것으로 실무

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역동 이고 다면 인 개념

이다. 따라서 직무성과는 어떤 개념보다 직장에서

의 성공  앞으로의 성공가능성을 측정하기에 가

장 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김태훈 2006).
직무성과와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un 

HW·Kim YH(2007)는 호텔종사원들이 그 집단에 

응집력과 자 심을 가질수록 그 조직에 몰입하고 

직무에 만족하며 직무성과가 높아진다고 하 다

고 Park CY et al.(2012)는 멘토역할이 조리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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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무성과와 직무만족에 한 연구에서 멘토역할은 

조리사들에게 직무에 한 성과와 만족도를 향상

시켜 다고 하 다. Kim GH·Cho YB(2012)은 호

텔 조리종사원의 주방환경이 자기효능감과 조직

몰입·직무성과에 미치는 향의 연구에서 조리종

사원의 조직에 한 몰입도와 자기효능감이 높아

질수록 직무성과가 높아진다고 하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가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변  리더십의 변

수들을 바탕으로 호텔 조리사들이 인지하는 상사

의 변  리더십이 조리사의 직무만족  직무

성과에 미치는지에 해 알아보기 한 연구모형 

<Fig. 1>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Hater JJ & Bass BM(1988)는 변  리더십과 

직무만족에 한 연구에서 부하들에 의해서 지각

된 변  리더십 유효성  리더에 한 만족 간

에는 유의성이 나타났다고 하 다. 한, Deluga 
RJ(1988)의 연구에서도 변 ․거래  리더십과 

종업원 만족도와 리더십 효과성 분석에서 변  

리더십이 거래  리더십보다 구성원의 만족도와 

효과성에서 높은 상 계를 보 다고 하 으며, 
Park OR et al.(2012)와 Jang CS·Park JO(2007)의 

연구에서도 카리스마가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변  리더십

은 직무만족과의 유의한 인과 계가 있다는 근거

아래 가설 1을 설정하 다. 

H1. 호텔 조리사가 인지하는 상사의 변  리

더십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a 카리스마는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b 개별  배려는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c 지 자극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Bass BM(1998)는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

의 성과와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그 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 으

며, An GH(2007)은 변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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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성과를 높여 다고 하 고 홍종희(2003)
도 그의 연구에서 변  리더십의 지 자극, 개
별  배려 요인은 직무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카리스마 요인은 서비스 향상과 

업무성과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변  리더십

은 직무성과와의 유의한 인과 계를 있다는 근거

아래 인과 계를 검증하고자 가설 2를 설정하 다. 

H2. 호텔 조리사가 인지하는 상사의 변  리

더십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a 카리스마는 직무무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2b 개별  배려는 직무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c 지 자극은 직무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은 설문지를 통해 시행하 으

며, 설문지는 총 34문항으로 구성하 다. Bass 
BM(1985)의 연구에서 사용한 MLQ-5(Multi-fac-
tor Leadership Questionnaire)의 연구  카리스마

에 한 7개 문항, 개별  배려 5개 문항, 지 자

극 5개 문항과 Seashore SE et al.(1982)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직무만족 5개 문항, Brown SP & 
Peterson RA(1993)의 직무성과 4개 문항으로 구

성하 으며, 인구통계학 특성 8개 문항으로 구

성하 으며,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

다, 5: 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3. 자료 수집  분석

서울 지역에 치한 특  호텔 조리 에서 근

무하는 조리사를 상으로 모집단을 정의하 으

며, 표본의 추출은 비확률 표본추출의 한 방법인 

편의표본 추출방법을 이용하 다. 본 조사는 2010
년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84부를 회수하 고 

이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결측값이 있는 설문

지 39부를 제외한 후 245부를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하 다.
표본의 일반 인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변  리더십, 직무만족 

 업무성과에 한 측정항목의 타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요인에 속

한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신뢰성분

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 다. 정
상 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인 변  리더

십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업무성과간의 상

계를 검증하 으며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변수들의 향 계

를 검증하 다. 이상의 모든 분석은 SPSS Win 
Ver. 18.0을 이용하 다.

Ⅳ. 실증분석

1. 인구통계학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n=245)에 한 인구

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 194명
(79.2%), 여성이 51명(20.8%)으로 조사되었다. 성
별의 경우 여성에 배해 남성이 압도 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모집단인 호텔 조

리사들  남성이 여성보다 상 으로 많은 수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연령

는 31세-35세 64명(26.1%), 26세-30세 62명
(25.3%), 41세 이상 54명(22.0%), 36세-40세 38명
(15.5%), 25세 이하 27명(11.0%) 순으로 나타났으

며, 학력은 문  졸업자가 130명(53.1%)로 표

본의 약 반을 차지하 다. 근무 년 수의 경우 

7년 이상이 96명(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
-5년 미만이 47명(19.2%), 5년-7년 미만이 46명
(18.8%)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직 은 평사

원이 100명(4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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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Characteristics N % Variable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94 79.2

Job title

Contract worker 53 21.6
Female 51 20.8 Worker 100 40.8

Age

Less than 25 27 11.0 Captain and above 71 29.0
26∼30 62 25.3

Manager and above 10 4.131∼35 64 26.1
Others 11 4.536∼40 38 15.5

More than 41 54 22.0 Sex of the 
boss

Male 225 91.8

Education

Under high school 13 5.3 Female 20 8.2
College 130 53.1

Hotel grade
Deluxe 1 152 62.0

University 65 26.5
Deluxe 2 93 38.0Graduate school and over 32 13.1

Work place

Main kitchen 88 35.9Others 5 2.0

Length of 
service(yr)

Less than 1 26 10.6 Buffet kitchen 43 17.6
1∼3 30 12.2 Coffee shop kitchen 20 8.2
3∼5 47 19.2 A la carte kitchen 63 25.7
5∼7 46 18.8

Bakery kitchen 31 12.7More than 7 96 39.2

주임이상이 71명(29.0%), 계약직이 53명(20.6%), 
기타 11명(4.5%), 과장이상 10명(4.1%) 순으로 조

사되었다. 상사의 성별의 경우 표본의 성별과 마

찬가지로 남성 22명(91,8%)로 여성 20명(8.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 다. 표본  152명
(62%)이 특 1  종사자 으며, 93명(38.0%)이 특

2  호텔에 종사하는 조리사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근무하는 주방의 경우 메인 주방 88명
(35.9%), A la Carte 주방 63명(25.7%), 뷔페주방 

43명(17.6%), 베이커리 주방 31명(12.7%), 커피

주방 20명(8.2%) 순으로 조사되었다. 

2. 타당성  신뢰성 검증

1)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변수들의 요인구조가 타

당한지 분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는데 총 26문항  요인 재량이 낮은 7개의 문

항을 제외한 19문항을 요인분석에 사용하 다. 
요인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5개의 요인을 

도출하 으며, 요인의 총 분산설명력은 71.272%, 
신뢰도(Cronbach's α)는 0.8이상을 확보하 다.

측정 변수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 Meyer 
Olkin) 값은 0.90 이상이면 상당히 좋고 0.70 이상

이면 당한 것으로 정하는데 본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KMO 값은 0.932로 나타나 요인분석

을 한 변수의 선정이 함을 알 수 있다. 한 

요인분석의 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2702.340, p=0.000)를 통해서 통계

 유의성을 확보하 다.

3. 연구 가설 검증

1) 변  리더십과 직무만족  직무성과의 

상 계

특 호텔 조리사가 인지하는 상사의 변  리

더십과 직무만족  직무성과 사이의 정 상 분

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2개의 정

상 함수가 도출되었지만 단 1개의 유의 인 정

상 함수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정 함수의 정

상 계수는 0.556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으

로 수용할 수 있는 0.5를 상회한 값으로 특 호텔 

조리사가 인지하는 상사의 변  리더십의 하부

요인들과 직무만족  직무성과 사이에 상 계

가 함을 의미하며, 변  리더십의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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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s Measurement items Factors 
loading

Dispersio
n

Eigen 
value Cronbach

'a

Transformat
ional 

leadership

Charisma

The order of my boss is accredited by other 
people, too. 0.777

19.298 8.724 0.901

My boss is the model I want to follow. 0.755
My boss is the symbol of success and achievement 
in my heart. 0.661

I trust and follow the ability and judgement of the 
superior to overcome my difficulties. 0.654

I am proud of the relationship with my boss. 0.675

Individual 
concern

My boss understands what I want to do and helps 
me to do it. 0.589

15.280 2.840 0.865My boss treats his/her subordinates personally. 0.714
My boss is interested in my personal feelings. 0.820
My boss thoughtfully acts for my personal desires. 0.589

Intellectual 
stimulation

My boss always gives me a question to think over. 0.580

14.517 2.341 0.865

My boss makes me think again for my obsolete 
ways of working. 0.684

My boss lets me newly see what I think proper 
enough. 0.770

My boss lets me see with a new thinking for the 
problem that I feel hard. 0.681

Job satisfaction

I can actively recommend my work to my friends. 0.654

10.751 1.32 0.688
I feel the achievement in my work performance 
and I am satisfied with my current wage. 0.875

 I would be happy if I could work in the current 
company until my retirement. 0.654

Job performance

 I work harder than my colleagues. 0.830

11.425 1.74 0.757

 The amount of work I do is more than my 
colleagues do. 0.868

 My work performance would belong to the top 
level in my department if I evaluate myself as a 
superior's aspect.

0.681

Accumulation dispersion(%)=71.272
KMO=0.932

Bartlett χ 2 =2702.340, Sig.=0.000

과 직무만족  직무성과로 구한 정 수 내 분

산의 상 계수는 매우 유의 (p<0.001)으로 나타

났다.
이에 반해 정 함수 2는 비록 유의한 값(p<0.1)

이 도출되었지만 정 상 계수 값이 0.153으로 

최소한의 수 을 충족시키지 못하 다. 그리고 

정 함수별 정 복지수(redundancy coefficient)
를 살펴볼 때, 정 함수 1인 경우, 0.831과 0.620
이고, 정 함수 2는 0.085와 0.380으로 각각 나타

났다. 정 함수 1의 경우 비교  높은 설명력과 

정 상 계수 값을 보이고 있으나, 정 함수 2의 

경우 상 으로 낮아 최소한의 수 을 충족시키

지 못한다고 다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

함수 1에 가장 큰 의미를 두어 해석하 다. 
정 상 분석에서 해석방법으로 가장 선호되

는 정 교차부하 값(canonical cross loading)이 최

소 0.3 이상인 것에 근거하여 유의 인 표 정

상 계수(standardized canonical coefficients)를 

토 로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 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 함수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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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Standardized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s

Canonical Loading
Cross 

Loading
1 2 1 2 1 2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harisma -0.364 1.488 -0.924 0.344 -0.515 0.053

Individual concern -0.370 -1.344 -0.899 -0.368 -0.500 -0.056
 Intellectual stimulation -0.363 -0.183 -0.911 0.030 -0.508 0.005

Redundancy 0.831 0.085
Job satisfaction -0.373 -0.973 -0.607 -0.795 -0.338 -0.122
Job performance -0.828 0.633 -0.934 0.358 -0.520 0.055

Redundancy 0.620 0.380
Canonical function 1 Canonical function 2

Canonical Correlation 0.556 0.153
Wilk's Lamda 0.674 0.976

Chi-SQ 94.796 5.719
df 6 2

Sig. 0.000 0.057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andard err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nstant 1.189 0.202 5.873 0.000
Charisma 0.260 0.093 0.273 2.783 0.006**

 Individual 
concern

0.118 0.087 0.116 1.355 0.177

Intellectual 
stimulation 

0.185 0.095 0.181 1.942 0.053*

= 0.275, Adjusted = 0.266, F=30.532, Sig.= 0.000
* p<0.1   ** p<0.01

독립변수군의 교차부하량은 카리스마 -0.515, 지
자극 -0.508, 개별  배려 -0.500 순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속변수군의 재치 역

시 직무만족 -0.338, 직무성과 -0.530으로 모든 변

수에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즉 정 함수 1
에서 변  리더십의 카리스마, 지 자극, 개별

 배려 모두 직무만족  직무성과에 유의 인 

상 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카리스마가 직무만족  직무성과에 높은 상 성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  리

더십은 직무만족보다 직무성과에 더 높은 상 성

을 나타냈다. 이는 정 부하량을 이용한 근방

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2) 변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앞서 수행된 정 상 분석 결과 변  리더십

과 직무만족이 유의한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두 요인 간에 계분석을 

해 변  리더십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 모델의 회귀식은 (F=30.532, Sig.= 0.000) 종

속변수의 분산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 

 자유도를 반 한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 값이 0.266이며 회귀식이 변  리더십의 

총 분산 가운데 26.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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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job performanc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andard err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nstant 2.455 0.177 13.903 0.000
Charisma -0.048 0.081 -0.064 -0.592 0.554

 Individual 
concern 0.240 0.076 0.297 3.149 0.002**

Intellectual 
stimulation 0.113 0.083 0.138 1.355 0.177 

= 0.127, Adjusted = 0.117, F=11.731, Sig.= 0.000
** p<0.01

변  리더십의 카리스마, 개별  배려, 지 자

극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회귀계수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카리스마(p<0.01)와 지 자극(p<0.1)만
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변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

특 호텔 조리사가 인식하는 상사의 변  리

더십과 직무성과 간에 향 계분석을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변  리더십에 한 분석 결과, 직무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카리스마, 개별  배려, 지 자

극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 모델의  는 0.117로 회

귀식은 변  리더십의 총 분산  11.7%를 설

명하 으며, F값은 11.731로 나타났다.
상사의 변  리더십의 하  차원인 카리스

마, 개별  배려, 지  자극이 조리사의 직무성과

에 미치는 향을 회귀계수를 통하여 알아본 결

과 개별  배려  지  자극을 제외한 개별  배

려만이 유의한 향(p<.0.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검증 요약

본 연구에서는 특 호텔 조리사가 인지하는 상

사의 변  리더십이 직무만족  직무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 다. 
가설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변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H1. 호텔조리사가 인지하는 상사의 변  리

더십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변  리더십의 카리스마, 개별  

배려, 지 자극  회귀계수의 유의수  p<0.01에

서 카리스마( β =.273)만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쳤으며, 지 자극( β =.053)은 

p<0.1에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1은 부분채택 되었다.
이는 변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Bass BM 1985; 변상

록 2001; 황지연 2008: Park YJ et al. 2012)와 이

춘종(2006)은 리자가 변  리더십을 발휘하

면 할수록 하 자들은 직무에 한 만족도가 높

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하 다. 특히, 부하직원이 

인지하는 상사의 카리스마와 상사로부터 받는 지

자극은 부하직원의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특 호텔 조리사가 인지하는 상사의 변

 리더십 요소들  직무만족에 정(+)의 향

을 미치는 요소들을 선별하여 용시키는 것이 

조리사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2) 변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

H2. 호텔 조리사가 인지하는 상사의 변  리

더십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변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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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회귀계수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개별  

배려( β =.297)만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005) 가설 2도 

부분채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ass BM & 
Avolio BJ(1993b)의 시뮬 이션 연구와 Lee HR 
et al.(2012)의 호텔 기업 상사의 변  리더십이 

직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의 연구에서 상사

의 변  리더십이 직원의 직무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결과와 An GH(2007)의 변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집단의 성과를 높여 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부하직원이 지각하는 상사의 변  리

더십이 높아질수록 주 인 직무성과 한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하직원에 한 상사의 

개별  배려는 부하직원들의 직무성과를 높이는

데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치한 특  호텔 조리

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를 상으로 조리사가 인

지하는 상사의 변  리더십이 실질 으로 어떠

한 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 가설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  리더십의 카리스마(p< 0.01)와 개

별  배려(p<0.1)만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부분채택 

되었다. 
둘째, 변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을 회귀계수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상사의 지

자극만이 조리사의 직무성과에 향(p<0.0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한 부분 채택 

되었다.
지 까지 환 산업에서의 변  리더십에 

한 연구는 주로 체 호텔  외식업체 종사자 

주로 많이 이루어 졌으나 상 으로 다른 부서

보다 엄격한 서열 구분  책임에 한 명확성을 

포함하고 있는 특 호텔 조리사만을 상으로 한 

실증 인 연구는 미흡한 수 이다. 본 연구의 결

과로 미루어 특 호텔 조리사를 리하는데 필요

한 략 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리사에게 동기부여의 측면이 직무만족

을 통한 효율 인 직무수행과 직결될 수 있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의 간과된 부분을 심도 있게 

재정리하 다. 따라서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조리사로부터 일체감이라는 강한 감정을 이끌어 

내고, 스스로 욕구를 확인하고 높은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 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극 화 할 수 있는 정기 인 리  교

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  리더십이 조직만족  조직성과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상

사의 행동이 결국 구성원인 조리사들의 신뢰형성

에 향을 미쳐 직무에 한 만족은 물론 성과로 

귀결된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호텔기업은 과거

의 강압 인, 권 , 그리고 감시 인 상사가 아

닌 그야말로 갈등을 해소시키고, 미래지향 이며, 
사명감을 가지고 부하직원들을 일깨워  수 있

는 리더를 발굴하기 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

고 리더십 훈련 로그램을 지속 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  리더십의 하부 차원  직

무만족에는 상사의 카리스마와 지 자극이 요

하고, 직무성과에는 상사의 개별  배려가 더 효

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리더십의 유형 

에서도 선별 으로 용해야만 더 효과 인 항

목이 있으므로 이에 한 략  근이 필요하

겠다.
한, 서울에 치한 특 호텔과 한정된 표본

을 상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에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외 타당성을 고려한 

한 표본추출방법을 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단된다. 따라서 국내 특  호텔 반의 조리

사들이 인식한 변  리더십에 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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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보다 범 한 표본수집과 실험연구 등을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인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  록

본 연구는 특 호텔 조리사가 인지하는 상사의 

변  리더십이 직무만족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이론  연구 체계를 제시하 으며, 
이러한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모형을 도출하고 

실증  연구를 통해 가설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245개의 표본의 일반 인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상사의 변  리더십과 부하의 직무만족  직

무성과의 타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하 으며, 신뢰성 검증을 해 Cronbach's a를 이

용하 다. 한 변  리더십과 직무만족, 그리

고 직무성과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정 상

분석을 사용 하 으며, 본 연구 모델  가설을 

검증하기 해 SPSS ver. 18.0 통계패키지를 통해 

다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변수들의 향 계를 

검증하 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  리더십의 카리스마(p< 0.01)와 개

별  배려(p<0.1)만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을 회귀계수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상사의 지

자극만이 조리사의 직무성과에 향(p<0.0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통해 상사의 변  리더십은 직무

만족과 직무성과에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의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변  

리더십의 증가를 한 시스템  지원과 동기 측

면의 지속 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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