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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hotel bakery organizations with useful information for human re- 
sources management based on a substantial cla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and correlation of hotel bakery em-
ployee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Resources were gathered from June 20, 
2015 to July 10, 2015 by distributing a total of 500 surveys, from which 377 were collected. Excluding 23 
survey forms not suitable for the analysis, 354 survyes were processed through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and multivariant structural analysis using SPSS 18.0 and AMOS 18.0 to verify the hypothese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ehavior-centered strategies, natural compensation, and con-
structive thinking strategie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self-efficacy. Second, in the analysis of im-
pact of self-efficac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as significant for emotional immersion, but did not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normative immersion.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ehavior-centered strategies and natural compens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
pact on emotional immersion. However,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ies had a significant impact.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eriv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implies the possibility of future studies on 
the variables of self-efficacy as it set behavior-centered strategies, natural compensation, and constructive think-
ing strategies as the preliminary factors under hotel bakery employees’ self-leadership; and it analyzed the causa-
lity of each factor with emotional immersion and normative immersion as the subordinate factors of self-effi-
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show that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f hotel bakery employees 
based on emotional immersion and normative immersion can stably improve the organization of hotel bak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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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변하는무한경쟁시대에서호텔베이커리는인

적자원과내부시설등의자원을기반으로인적서

비스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인카운터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종사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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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매우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Lee JJ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효능감(Bandura A 1986)은
사회학습이론에서 처음으로 도출된 개념으로 자

기에게맡겨진과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본인

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efficacy)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

를 수행할 수있다는 일종의 믿음(Gist ME․Mit-
chell TR 1992)으로 Bandura A(1986)가제시한자
기효능감(Self-efficacy)은 수년간 조직유휴성, 조
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의 행위 연구에서 핵심
연구과제로다루어졌으며, 주요연구자들은자기
효능감의 형성과정 및 측정방법 효과에 대해 다

양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Na TK 2012; Na TK․
Jung YS 2011). 특히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을 책
임지는리더는조직구성원들에게비전을제시하

고, 구성원들의행동에영향을 주며, 직무를수행
하는방향과내용을결정함에따라서조직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Na TK․Jung YS 2011). 
이와같이경영환경이복잡해지고내부종사원

이추구하는가치가복잡하고다양해질수록기업

의 성과는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내부종사원들을 동기부여시키고, 그들과관계를
형성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Cho 
SH․Park HP․Lee SM 2010). 자율경영개념인셀
프리더십(self-leadership)은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 주는 자율적인 힘

으로셀프리더가궁극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목

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엔진이라고 할수 있다(Manz C & Sims HP 
1991). 한편, 조직몰입은 한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와몰입의상대적정도, 즉한개인이자기
가 속한 조직에대해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고 몰

두하느냐하는정도(Porter LW et al 1974)로단일
차원적조직몰입에근거를두고있었으나, 최근에
는 Meyer JP․Allen NJ(1991) 및 O'Reilly CA․
Chatman J(1986)의연구를 통하여다중형태의 조
직몰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는이러한연구들의중요성과관련성을고려해

볼 때 구성원들의 조직 성과와 상호간 협력행동

은개인의능력이나리더의역량만으로는결정되

지 않는다. 인적서비스를제공하는 호텔베이커리
종사원의 업무성과를 위해서는 셀프리더십과 자

기효능감의 상호작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함

으로써 조직몰입도간의 관계와 연관성을 실증적

으로규명하여호텔베이커리조직에유익한정보

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셀프리더십

Neck CP et al(1995)는 셀프리더십(self-leader-
ship)을과업수행을위해필요한자기지시와자기
동기부여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영향

력을행사하는과정이라고하였다. 따라서셀프리
더십은 자신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

는사고방식, 행동, 감정등에초점을맞춘광범위
한 전략으로 자신을 지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규정하는것으로사회학습이론, 내재적동
기화이론, 행위 중심적 전략 등이 있다. 
먼저 사회학습이론에 대해 Stewart GL et al 

(2011)은행동패턴이다른사람의행동을보고, 다
른 사람에 대한 행동의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학

습된다고하였다. Anderson JH․Prussia GE(1997)
는목표설정, 자기통제, 자기관찰, 반성등을개인
스스로 내면화 하는 것이 셀프리더십 발휘에 중

요한역할을한다고하였다. 둘째, 내적동기화이
론에 대해 Manz CC․Sims HP(1989)는 내적동기
화이론에근거하여셀프리더십이론에서는구성

원 각자가 일 자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내적

보상을찾아내려는책임을인식하고깨달아야한

다고강조하였다. Ryan RM․Deci EL(2000)는자
신이 유능한 사람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능력, 기술, 재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욕구를가지고있고, 나아가서 유능감에
대한 지각은 자기통제감, 지각된 내적 인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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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행위로 내적동기를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셋째, 행위중심적전략은 구성원의행동관리를

통해구성원의자기자각을높이는것과관련되며, 
행위중심적전략은장기간의목표를명확히하기

위한 자기분석을 실행하는 행동, 동기적 보상을
명확히 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행동, 습관적
인 자기 비평성향을 줄이는 행동, 바람직한 행동
을 연습하여 행동을 수정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여기서의
행동은 꼭 필요하지만 구성원의 내키지 않은 과

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렵고 워하지 않
는 일이지만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을 구성

원이자발적으로리드하여수행하도록돕는것을

말한다(Prussia GE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선행요인으로 호텔베이커리 종사자의 셀프

리더십에 대한 구성개념은사회학습이론, 내적동
기화이론및행위중심적전력을셀프리더십의하

위개념으로 사용하여 요인간의 영향관계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직무환경에서 개인적 행동과 태

도를이해하는데중요한변수이며, 능력개발과행
동규제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인지 이론의 핵심

개념이다(Bandura A 1982). 또한, 자기효능감은
목표한조직의업무를달성하는데필요한활동과

정을조직화하고 실행할수 있는능력에 대한 믿

음을 의미하는데, 주로확신감, 유능감 등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며, 최근에는에피커시라는원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Woodruff SL․Cashman JF(1993)는 자기효능
감을 과제효능감(task efficacy), 영역효능감(do-
main efficacy), 일반적효능감(general efficacy)으
로 구분하였다. 과제효능감은 특정 과제에 대한
반복적인숙달경험을통해형성되는 과제-특수적
효능감이고, 영역효능감은 서로 관련된 직무영역
에 적용될 수 있는 효능감이라고 개념화 하였다. 
Bandura A(1982)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동기

부여, 인지적자원과행위를동원할수있는자신
의능력에대한믿음이며, 높은셀프에피커시수
준은 성공적인 성과달성을 위해 자원과 기술을

전반적으로통합시킬수있는생성능력을지닌다

고하였다. 자기효능감은조직의목표설정수준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
람은 자신에 대한기대 수준이 낮기때문에 자신

의 실제 능력보다도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경향

을 보이며, 또한, 목표를달성했을때에도자신이
할 수 있었던 수행수준보다높은 목표를 설정하

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Bandura A 1986). Locke 
EA․Latham GP(1991)는 과거의 성과가 통제된
다면 자기효능감 성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됨을 밝혔으며, Locke EA․Latham GP(1991)는
개인적 목표가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으며, 이는 BanduraA․Wood R(1989)의연구와
Meyer JP․Allen NP(1991)의연구에서지지되었다.

3. 조직몰입

조직몰입이란한조직에대한개인의동일시와

몰입의 상대적 정도, 즉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대해얼마나일체감을가지고몰두하느냐

하는정도로초기의몰입연구에서는 Porter LW et 
al(1974)의 단일 차원적 조직몰입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Allen NJ․Meyer JP(1990) 및
O'Reilly CA와 Chatman J(1986)의 연구를 통하여
다중형태의 조직몰입에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Mowday et al(1979)은조직몰입을조직에대한
정서적 유대감이나 조직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일체감이라고 하였다. Becker HS(1960)는조직에
서 근속하는 동안 지속되는 노력으로 조직의 연

속적 활동 속에 많은 이해관계가 쌓여서 몰입되

는 형태로정의하고있으며, Sheldon ME(1971)는
조직의 목표를 향하여 일하는 의지라고 보고, 개
인의정체성을조직과연계하는조직지향적인태

도라고하였다. Meyer JP․Allen NJ(1991)는조직
을 위해일하려는욕구의 정도로 조직에 대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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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느끼는심리적애착심을의미하는정서적

몰입과 조직을 이탈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인식에근거하여조직과실제적인상호작용에의

해서손익을계산하여구성원이얼마나선호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유지적 몰입, 그리고 조직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의무감에 근거한 규범적 몰

입으로개념화하였다. Caruana A․Callya P(1998)
는조직몰입을종업원의바람직한성향으로개인

과조직간의관계에있어종업원의참여, 노력, 충
성을나타낸다고하였으며, 추가적으로조직에대
한애착, 개인과조직의가치관과목표에대한일
치감, 조직의 직무와역할에대한관여, 조직체에
대한 애정, 충성심 등이라 설명된다. 조직몰입은
개인의특정 조직에 대한동일시및 관여의강도

로 정의되며, 조직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었고, 조직몰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Meyer JP․Allen NJ 1991).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호텔베이커리 종사원들의 셀프리더

십의하위차원으로행위중심전략, 자연보상, 건설
적 사고전략이 자기효능감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종속변수
인조직몰입에미치는영향력을검증하여호텔베

이커리종사원들에대한조직관리에유용한정보

를제공하고자다음과같이연구모형을설정하였

다.

1)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Chung DY․Kim MS(2010)는비영리조직을 대
상으로멤버각자의셀프리더십은멤버의조직몰

<Fig. 1> Research model.

입과 직무만족에 정(+)의 관계가 있으며, Guzzo 
RA et al(1993)은 변혁적 리더십이 팀 동료들에
대한신뢰를고취시키고성공할것이라는믿음을

개발시킴으로써 집단효능감(group potency)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며, Sivasubra-
maniam N et al(2002)은 변혁적인 팀리더십을 지
니고 있다고 평가한 팀들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구성원들의집단효능감(group potency)이발생
한다는사실을입증했다. Jeong YG․Wi OK (2012)
는조직문화, 셀프리더십및조직유효성의상호관
계연구에서 구성원들의 셀프리더십이 조직시민

행동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밝혀냈으며, Chang SJ․Chang YK(2013)는
셀프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에서객실부서는시민의식에정(+)적인영향을미
치며, 식음부서에서는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영향관계가성립할것으로판단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 셀프리더십은자기효능감에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관계

Yu KH․Shin WH(2003)는거래적리더십과조
직성과간의 관계에서 집단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거래적 리더십이조직성과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집단효능
감의수준이높을수록조직성과에긍정적인공헌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im YJ(2011)는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은직무만족에는정(+)의 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조직몰입에도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결과가 나타났다. You JH 
(2013)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만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에는 자기조
절효능감과과제난이도선호가긍정적인형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는자기효능감은조직몰입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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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영향관계가성립할것으로판단하여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셀프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

Van Dyne L & Pierce JL(2004)은 조직몰입, 직
무만족, 조직시민행동 등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있다고하였다. 셀프리더십을발휘하는조
직구성원들은 그들이 맡은 직무나 과업 이상의

주인의식을 나타낼 때, 그 결과로 자신의 직무와
목표 그리고 팀과 조직에 대해 셀프리더십을 발

휘하지 않는 조직구성원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

의 만족과 몰입을 보인다(Blight MC et al 2006). 
Lee YH․Yang GS(2012)는 호텔직원을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이직무만족, 조직몰입에유의한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텔베이커리 종사원들의 셀프리더십

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셀프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첫째,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은 과업수행

을 위해 필요한 자기지시와 자기 동기부여를 고

양시키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정의하고자한다(Neck CP 1995). 본연
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3가지 구성요인을 바탕
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행위지향적 전
략 5개 문항, 자연적 보상전략 3개 문항, 건설적
사고전략 3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호텔조리종사원이 주어진

상황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동기, 인
지적자원, 행동을동원할수있는조리종사자자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Bandura A․Wood R 

1989)으로정의하고자한다. 셋째, 조직몰입(orga-
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에 대한 정서적 유
대감이나조직에대한개인의심리적일체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Mowday RT et al 1979; Meyer 
JP et al 1993). Allen NJ․Meyer JP(1990)가 개발
하고, Yoo KM(2012) 등의연구들을참고하여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6개의 설문문항을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2개의 하위요인의 설문문항
은 정서적 몰입(3문항), 규범적 몰입(3문항)의 영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호텔베이커리 종사원의 셀프리

더십이 자기효능감 및 조직몰입에 대한 인과적

평가모형개발을수행하기위해서울소재호텔베

이커리종사원들이조사에참여하였다. 자료수집
은 2015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L hotel, 
LW hotel, C hotel, GI hotel, R hotel, JW hotel에
총 500부를 배포하고, 이중 377부가 회수된 설문
지 중에서 중심화 경향이 심하거나, 분석에 부적
합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하고, 354부에 대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요인분석과
신뢰성검증을실시하고, 제시된연구가설을검증
하기 위해서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전체 응답자는 총 명 중 남자가

245명(69.2%)을 나타냈고, 여자가 109명(30.8%)
을 나타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296명(83.6%)
을 나타냈고, 비정규직이 58명(16.4%)을 나타냈
다. 연령은 20대 101명(28.5%), 30대 172명(48.6 
%), 40대 74명(20.9%), 50대 이상 7명(2.0%)으로
나타났다. 

2. 가설검증을 위한 기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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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oncepts
Items measured

Cronbach's-
Minimal Final

Self-leadership

Behavior-centered 
strategies

5 5 0.872

Natural compensation 3 3 0.798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ies 3 3 0.875

Self-efficacy Self-efficacy 5 5 0.867

Immersion in 
organization

Emotional immersion 3 3 0.866

Normative immersion 3 3 0.852

Total Six concepts 19 19

<Table 2> Result of analysis of credibility of concepts

Item Category Frequency (%) Item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245(69.2)

109(30.8)
Employment

Regular

Temporary

296(83.6)

58(16.4)

Age

20s

30s

40s

50s and older

101(28.5)

172(48.6)

74(20.9)

7(2.0)

Education

High school diploma

2-year college

4-year college

Graduate school

28(7.9)

120(33.9) 

189(53.4)

17(4.8) 

Income

30 mn KRW or under

40 mn KRW or under

50 mn KRW or under

60 mn KRW or under

60 mn KRW or more

93(26.3)

79(22.3)

73(20.6)

67(18.9)

42(11.9)

Term of 

service

Less than 1 year

1～3 years

4～6 years

7～9 years

10 years or more

197(55.6)

73(20.6)

43(12.1)

26(7.3)

15(4.2)

<Table 1> Demographics of samples

호텔베이커리 종사자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

능감과조직몰입에미치는영향관계의측정을위

해사용된측정항목들에대하여요인분석을실시

하였다. 
이 때 고유치기준을 1.0 이상인 요인들이 선정

되도록 하였으며,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5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수행한결과, 요인적재량모두 0.5 이
상으로 나타나 각 요인 간에 집중타당성(conver-
gent validity) 및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

ty)이확보된것으로볼수있어차후분석에적합
하다 하겠다.

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호텔베이커리 종사원의 셀프리더십

이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의구성개념에대해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GFI와 AGFI는일반적으로 0.90 이상이
되면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하며, 0.95 이상이 되
어야 최적의 모형으로 평가한다. RMR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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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s Estimate S.E. t-value SMC AVE

Self-
leadership

Behavior-
centered 
strategies

1 0.515

0.766

0.928 0.055 16.81 0.658

0.977 0.059 16.514 0.672

0.992 0.058 17.028 0.572

0.987 0.061 16.309 0.519

Natural 
compensation

1 0.558

0.6980.956 0.077 12.451 0.597

1.059 0.086 12.352 0.653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ies

1 0.625

0.7821.082 0.073 14.748 0.639

0.711 0.064 11.086 0.645

Self-
efficacy

Self-efficacy

1 0.612

0.887

0.983 0.051 19.144 0.626

0.891 0.047 18.778 0.643

0.903 0.051 17.775 0.678

0.873 0.05 17.606 0.721

Immersion in 
organization

Emotional immersion

1 0.506

0.7621.03 0.071 14.515 0.767

0.692 0.064 10.877 0.713

Normative immersion

1 0.334

0.8031.034 0.106 9.732 0.734

0.56 0.069 8.157 0.674

Fitness of Model: X=428.742, DF=194, p=0.000, RMR=0.054, GFI=0.904, AGFI=0.875, 
NFI=905, TLI=0.935, IFI=0.946, CFI=0.945

<Table 3> Analysis of confirmatory factors for overall concepts

0.05 이하이면모형의간명성이있다고평가한다. 

본 분석에서는 AGFI값이 0.9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FI, NFI, IFI, TLI, CFI값이

0.90을상회하고있고, RMR과 RMSEA값이 0.05

이하로설정되어본연구모형은적절한모형으로

판단된다.

확인적요인분석시모수추정방법은다변량정

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
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구성개념과 변수구

성의최적상태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다소 원시적인 방법인 χ2값은 자료

가다변량정규분포를따르지않으며, 표본크기에
영향을받기때문에모형을과대평가하는경향이

있어 적합도지수로서 부적절하기에 본 표에서는

제외되었다(Bentler․Bonett 1980). 따라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다변량 정규성에 덜 영향을 받는

일반적합도 지수(GFI : Goodness-of-Fit Index)와
조정 적합도 지수(AGFI : Adjusted Goodnes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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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s
Behavior-
centered 
strategies

Natural 
compensation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ies

Self- 
efficacy

Emotional 
immersion

Normative 
immersion

Behavior-
centered strategies

1

Natural 
compensation

0.416** 1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ies

0.411** 0.659**   1

Self-efficacy 0.427** 0.635** 0.805** 1

Emotional immersion 0.102 —0.019 0.003 —0.023 1

Normative immersion 0.324** 0.517** 0.500** 0.528** —0.004 1

** 0.05에서 유의함.

<Table 4> Verification of feasibility of potential variables

Fit Index) 및원소간평균차이(RMR : Root Mean 
square Residual)와 모델의 간명성을 평가하는 지
수인 간명성 적합도 지수(PFI : Parsimony good-
ness-of-Fit Index)를 나타내었다. 적합도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GFI와 AGFI는 일반적으로 0.90이
상이 되면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하며, 0.95 이상
이되어야 최적의모형으로 평가한다. RMR의경
우, 0.05 이하이면 모형의 간명성이 있다고 평가
한다. 본분석에서는 AGFI값이 0.90에미치지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IFI, TLI, CFI값이 0.90
을 상회하고 있고, RMR과 RMSEA값이 0.05 이
하로 설정되어 본 연구모형은 적절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3.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분석

구성개념들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는데, 이들결과에서보면대체로독립변수간긍
정적인상관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종속변
수인규범적몰입간상관관계가 0.7 이상높은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다중
공선성 문제가 파생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 탐색적요인분석을통해단일차원성과집중
타당성이 입증된 각 구성개념들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개념들인지를 점검하기 위해 판별타당성

분석을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두구성개념들각
각의 분산추출 값이 두 구성개념들 간에 상관관

계의 제곱 값을 상회하면 두 구성개념 간에 판

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Table 4>에서제시된바와같이, 셀프리더십, 자
기효능감 의 구성개념들이 조직몰입에 정적 및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4. 가설의 검증

본연구의 호텔베이커리종사원의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의확인적요인분석결과를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 및 가설

을 검증하였다. AMOS 분석 결과, χ2=429.437, 
df=195, p=0.000으로 나타난가운데, RMR(0.054), 
GFI=(0.904), AGFI(0.875), NFI(0.905), IFI(0.946) 
및 CFI(0.946) 등의 적합도지수가 권고지수를 상
회하고있어전반적인구조모델의적합도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한 <Table 5>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에서영향요인인호텔베이커리종사원의셀

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

펴보면 첫째, 행위중심전략(t=9.833, p<0.0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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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Estimate S.E. C.R. P Result

Self efficacy

← Behavior centered strategies 0.712 0.072 9.833 0.000*** Adopted

← Natural compensation 0.191 0.075 2.528 0.011** Adopted

←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ies 0.085 0.046 1.849 0.064* Adopted

Emotional immersion ←
Self-efficacy

0.301 0.124 2.432 0.015** Adopted

Normative immersion ← —0.122 0.154 —0.787 0.431 Declined

Emotional immersion

← Behavior centered strategies 0.112 0.137 0.816 0.415 Declined

← Natural compensation 0.075 0.072 1.045 0.296 Declined

←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ies 0.368 0.122 3.021 0.003** Adopted

Normative immersion

← Behavior centered strategies   0.08 0.173 0.464 0.643 Declined

← Natural compensation —0.085 0.148 —0.574 0.566 Declined

←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ies 0.177 0.092 1.926 0.054 Adopted

***: p<0.01.

<Table 5> Results of population parameter estimate for overall concepts

연보상(t=2.528, p<0.05), 건설적사고전략(t=1.849, 

p<0.10)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정서적 몰입(t= 
2.432 p<0.01)에 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나, 규범

적 몰입(t=—0.787, p<0.10)에는정(+)의 유의한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셋째, 셀프리더십과조직몰입의관계를살펴보

면, 행위중심전략(t=0.816, p<0.10), 자연보상(t= 
1.045, p<0.10)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적인영향을

미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건설적

사고전략(t=3.021, p<0.01)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셀프리더십과조직몰입의관계에서규범

적 몰입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중심전략(t= 
0.464, p<0.10), 자연보상(t=—0.574, p<0.10)은 규

범적 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건설적사고전략(t=1.926, 

p<0.10)은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

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호텔베이커리 종사원의 업무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상호

작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몰입도간의 관계와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규

명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500부를배포하고, 이중 377부가 회
수된 설문지 중에서 중심화 경향이 심하거나, 분
석에 부적합한설문지 23부를 제외하고, 354부에
대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요
인분석과신뢰성검증을실시하고, 제시된연구가
설을검증하기위해서공변량구조분석을실시하

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행위중심전략, 자

연보상, 건설적사고전략은자기효능감에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정서적몰입에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나, 규범적
몰입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분석되었다. 셋째, 셀프리더십과조직몰입
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중심전략, 자연보상은



호텔베이커리 종사자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75

정서적 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건설적사고전략은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셀프리더십과조직몰입의관계에서규범

적 몰입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중심전략, 자연
보상은 규범적 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건설적사고전
략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바탕으로연구에대한시사점을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호텔베이커리 종사자의 셀프

리더십의 하위차원으로 행위중심전략, 자연보상, 
건설적 사고전략을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여 자기

효능감과 조직몰입의 하위차원으로 정서적 몰입

과 규범적 몰입을 종속요인으로 각 요인간의 인

과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호텔베이커리 종

사자의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의한 셀프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이 호텔베이커리조직에 대

한안정적인향상의가능성을보여줌으로써자기

효능감변수들에대한앞으로의연구가능성을시

사한다.
둘째, 호텔베이커리종사자들은업무를진행하

면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업무상의 창의력 발

휘, 업무와관련된목표설정, 업무달성을위한 메
모와 리스트 활용 세부목표 기록,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상상, 나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평
가한다면직원들은전반적으로직원들간의협력

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잘 이루어졌으며, 어떤 특
정 상황에서도자신의 임무를 잘수행할 수있는

자기효능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규범적 몰입에 유의하지

않은결과가도출되었는데, 이와같은분석결과는
호텔베이커리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직장에 대한 충성심, 도
덕성, 직장에 봉사정신이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호텔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 규

범을제고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의실
증조사에서 조사대상자를 서울지역 특 1급 호텔

의 베이커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한정하

여 그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

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호텔의범위와형태를고려하고, 조사대상
자를 확보한 후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

겠다. 또한, 본연구는횡단적연구로써각변수들
의시간적흐름에따른변화를살펴볼수없는점

을 감안하여, 추후에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잠재
변수들간의인과관계를규명하려는노력이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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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초록

본연구는 호텔베이커리종사원의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도간의관계와연관성을실
증적으로 규명하여 호텔베이커리조직에 유익한

인적자원관리 정보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자료 수집은 2015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

지총 500부를배포하고, 이중 377부가회수된설
문지 중 분석에 부적합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하
고, 354부에 대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성 검증 및 가설을 검증
하기위해서공변량구조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행위중심전략, 자연보상, 
건설적사고전략은 자기효능감에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기효
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에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나, 규범적몰입에
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셀프리더십과조직몰입의관계
를 살펴보면, 행위중심전략, 자연보상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건설적사고전략은유의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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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바탕
으로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연구는호텔베이커리종사자의셀프
리더십의 하위차원으로 행위중심전략, 자연보상, 
건설적 사고전략을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여 자기

효능감과 조직몰입의 하위차원으로 정서적 몰입

과 규범적 몰입을 종속요인으로 각 요인간의 인

과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호텔베이커리 종

사자의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의한 셀프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이 호텔베이커리조직에 대

한안정적인향상의가능성을보여줌으로써자기

효능감변수들에대한앞으로의연구가능성을시

사한다.

주제어: 샐프리더십, 조직몰입,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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