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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국 충칭지역의 호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관리자의 리더십이 조직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현지호텔 2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23.0을 통해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 혁신 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 혁신 행동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혁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혁신 행동 간의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관리자들이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조직의 혁신
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형을 확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조직 혁신 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호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impact of managers’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in Star-Rated hotels. 244 valid Chongqing hotels’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Through SPSS 23.0, the model structure was verified between the four variables. The 
results as below. First,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leadership has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Second,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leadership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mpowerment. Third, empower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Lastly, empowerment plays a mediation effect between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In conclusion, managers can contribute to 
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by improving the abilities of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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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중국의 호텔들이 영업 수익의 감소를 비롯하여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20
년 현재 최근 10년간에 최저치에 도달하고 있다. 중미 무
역 마찰과 코로나 19로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호텔
의 경영성과 및 호텔 조직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호텔들이 더욱 치열한 경쟁 
환경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한 호
텔 산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

호텔들은 지속적인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직의 
관리자들이 조직 종사원들을 관리하고 조율하여 구성원
들의 개인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역할을 하
고 있다. 조직의 리더 자신의 개인 능력으로 조직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호텔 기업이 구축
하고 있고 조직 역량이나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들이 맺
고 있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조직 경영 성과를 달
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관리자의 리
더십 유형에 따라 기업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능력과 조
직 혁신 행동이 달라지지만 구성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성원의 역량이 달라진다[1]. 조직의 지
속적인 경쟁 우위의 발전을 위해 실제 경영 상황에서 어
떠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관리자들이 어떠한 
리더십 유형을 발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1]. 이와 같
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또한 끊임없이 경영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조직의 혁신
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혁신은 불가
피한 사실이다.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과 혁신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고, 기업에서는 실천 경영이 활발하게 이어지
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효율적인 성과 실행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로 기회를 추구할 때 조직의 혁신 행동
과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2].

또한,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과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
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을 때에만 
조직 혁신 행동과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반면에 거래적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을 때에만 조직 혁신 
행동과 부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3]. 이
런 이유로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의 성과 달성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연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일상
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리더십 보다는 기업 환경이 급변
하는 상황에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전략적인 관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기업에게는 어
떠한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한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1].

본 연구는 한국의 다수 선행논문에서 관리자들의 변혁
적 리더십 ž 거래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조직 혁신 행동 
간에 있어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
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에서도 유사
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중국 충칭지역의 호텔 구성원
들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변혁적 
리더십 ž 거래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
와 조직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변혁적 리더십, 거래
적 리더십과 조직 혁신 행동 간에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분석하고 호텔 기업의 혁신 행동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입증하
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한국의 선행연구들과 비교를 통
한 학문적 의의에 대한 고찰은 물론 향후 호텔 산업의 중
심이 될 관리자에게 그 기업에 대한 관리 방향과 행동 방
식에 고려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로써 중국의 호텔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발전은 물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 혁신 행동

2.1.1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의 용어는 1970년대에 Downton[4]이 

주장하였으며, 이는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 변혁적 또는 
거래적이라는 두 가지 리더십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여러 기업에서 다
양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리더십에 대한 양적 연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은 정(+)의 상관관
계가 있다고 한다[4]. Burns[5]는 변혁적 리더십은 어느 
조직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고, 또한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할 수 있
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관리자
가 구성원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 내에서 문제
를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여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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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의 주된 구성요소를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등 3가지로 보고 있다[5]. 카리스마는 
구성원에게 강한 역할 모델이 되고 있는 관리자들의 영
향력으로써, 변혁적 관리자가 구성원에게 강한 요구와 동
기를 유발시키고 영향력을 주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관
리자의 영향을 받으려고 한다[5,7]. 지적 자극은 구성원
들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자기 
가치, 상상력, 문제 해결 능력 및 문제 인식을 변화시키고 
하는 행동을 뜻한다[8]. 개별적 배려는 관리자가 구성원
들에게 개별적인 관심과 조언을 아낌없이 주는 배려이며, 
적극적으로 부하직원을 지원하는 행동이다[5]. 

거래적 리더십은 미숙한 환경, 혼란의 상황, 규칙 없는 
조직에서 효과적인 능력이라고 한다. 거래적 리더십의 하
위 요인은 조건적 거래와 예외적 거래로 구분된다[9]. 
Burns[5]는 거래적 리더십이란 개인이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교환하고 보상받을 목적으로 타인과의 계약에 있어 
주도권을 취하려 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거
래적 리더십에는 조건적 거래와 예외적 거래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거래에는 보상이 따르게 된다[10]. 
조건적 거래를 통해 요구되는 것을 구성원이 노력에 대
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며, 예외적 거래는 
직원의 성과를 달성하고 보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11,12]. 이와 같이 Bass(1985)는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
십이 상호 반대적인 개념이 아닌 효과적인 리더십이 발
휘되기 위하여 필요한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다고 제시하
면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였다[13]. 

2.1.2 조직 혁신 행동
조직에서의 혁신은 진보와 진보에 대한 동력이다. 급

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 비즈니스 경영 환경에
서 경쟁우위는 더욱 단기화 되고 있으며, 이에 경쟁우위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경영 혁신과 동적역량 배
양이 핵심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14]. 혁신은 조직 
혁신과 개인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직 수준의 혁
신이란 조직의 새로운 서비스, 제도, 제품, 프로그램, 또
는 혁신 행동 등을 자체적으로 창조, 실용화하거나 개발
하여 조직의 구성원들이나 조직 전체 구성의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인 수준의 혁신은 각자 조직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초점에 맞추어 변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15,16]. 한편, 조직은 새로운 아이디어
의 도입을 통해 조직의 경쟁우위 향상을 위해서 연구 및 
자원 확보와 같은 혁신 행동을 취하게 된다. 혁신 행동은 

다양한 행동으로 규정하였는데, 자체혁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외부로부터 다양한 과정
을 거처 도입되기도 한다[18]. 조직의 혁신은 개인의 아
이디어 창출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새롭게 창출된 창의
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조직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며, 
결국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18]. 

실제적으로 호텔 기업에 대한 조직 혁신 행동의 선행 
연구들은 혁신 행동이 서비스 수준 향상, 손님에 대한 태
도,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서비스 행동 등 호텔 기업의 
경영 성과 향상에 도움을 되고, 고객만족의 서비스 지향
성에 많은 기여가 되고 있다. 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혁신 행동은 종사자들의 자기 효능감, 
회복력, 희망　등　같은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내정
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혁신 행동을 통해 물
질적인 거래 없이도 업무를 긍정적으로 진행하는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9,17]. 

2.1.3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 혁신 행동의 관계
변혁적 리더십은 추종자가 혁신적인 행동을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변혁적 관리자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반응적이지 않고 전향적이고, 아이디어에 있어서 
혁신적이며, 이념에 있어서 보수적이지 않고 개혁적이고,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 스스로 제약되는 바가 적다는 것
이다[5]. 이러한 성향을 가진 변혁적 리더는 전통적이지 
않은 전략을 사용하고[20], 혁신을 위해 실험을 도입하고 
새로운 제품과 업무절차를 시험하며, 전통적인 방식을 없
애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한다고 한다[21]. 즉, 조직 혁
신의 행동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문제 및 변화의 필요
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변화 지향성 행
동을 하는 것으로[21] 개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
며, 혁신 행동으로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고 바꾸고자 행
동하는 것을 의미한다[2,22].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들에
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전통적 사고방식과 업무관
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방식을 시도하도록 동기 부여
하여 부하들의 혁신 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을 밝혔다[23]. 문계완, 최석봉, 문재승(2009) 은 변혁
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각각
의 리더십에 대한 자각이 높을수록 혁신행동의 수준이 
높아지고,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 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24]. 이도화(2012)도 서비스업체
를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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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제시하고 있다[25]. 김선기 ž 임태성(2018)은 변혁
적 ž 거래적 리더십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
을 미치며, 두 리더십 유형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6]. 또한 남기매(2020)는 변혁적 
리더십이 기업의 혁신역량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설명하
고 있다[27].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1을 설정하였다. 

H1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 혁신 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카리스마는 조직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지적 자극은 조직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개별적 배려는 조직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4 조건적 거래는 조직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5 예외적 거래는 조직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2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2.2.1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란 권한 부여 또는 권능 확대 및 능

력 개발 또는 다양한 가능성 부여 등 연구에 따라 해석될 
성격의 개념이다. 경영 연구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부터 이며, 기존의 이론 및 기법들이 가진 많은 
연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혁신과 도약을 도
모하는 수단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등장하였다[28].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문제인식을 형
성해 주고 자기 능력 발휘를 촉진시키는 기회와 경험을 
주는 과정이라고 정의 하였다[8].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기업 성과의 향상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
는데 있다[2].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수준이며, 조직 이론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구성원의 잠재
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 혁신 활동이 개인 차
원, 조직적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9]. 따라서 심리
적 임파워먼트란 용어는 힘에서 유래된 것이며 힘은 합
리적인 권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에
너지, 혹은 신념, 생각, 느낌,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임파워는 “힘 또는 합리적인 
권리를 부여하다”, “힘 또는 권위를 부여하다”, “허용하다 

또는 할 수 있게 하다”로 표기하고, 조직의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
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동기
를 유발함으로써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제시
하였다[29]. 

한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에 존재하는 권리를 
공유하고, 권한을 재분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연구들마다 연구 방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30]. 그러나 
연구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서 참
여하게 되며,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책임감을 강하게 가
지게 되어 부가적 역할 수행에서도 더욱 잘 대응하게 된
다[31].

2.2.2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
리더십과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인지는 심리적 임파워

먼트의 주요 선행변수이며, 구성원이 리더를 변혁적 리더
로 인지하는 것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2].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에게 조직의 목표, 비
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구성원들이 목표를 수용하게 되면서 심리적 임파워
먼트는 증가하게 된다[33,34]. 또한 국내 연구에서 변혁
적 ž 거래적 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를 검
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되어왔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는 공식적으로 권위나 힘을 부여하는 것 혹은 권리를 주
는 것이다. 리더의 행동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비전을 
제시하는 변혁적 리더가 조직 구성원을 가장 잘 임파워
먼트 시킨다[32]. 조직 구성원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업
무를 기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시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리더에게 요구되
는 특성은 부하를 심리적으로 임파워하는 능력이며, 리더
십의 유형에 따라 부하가 느끼는 임파워먼트 정도는 달
라진다[35].

Miller와 Seltzer(1990)는 직속 상사의 변혁적 리더 
행동과 부하들의 임파워먼트 사이에는 긍정적 관계가 있
다고 주장되었다[36]. 직속 상사의 변혁적 리더 행동과 
부하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이에는 긍정적 관계가 있
다고 한다[36]. 정재근(2013)은 관리자 행태는 임파워먼
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규명하였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한다[37]. 그리고 양재영, 한사비나, 박영
진(2013)은 관리자들의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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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준
다고 제시하고 있다[38]. 함상우 ž 이태식(2015)은 중국 
공공기관의 변혁적 리더십이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서 결과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
(+)의 영향이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39]. 박찬열 ž 권일
남(2019)도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유
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 남우진 ž 윤병섭(2020) 또한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이
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2을 
설정하였다.

H2 변혁적 ž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카리스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2 지적 자극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3 개별적 배려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4 조건적 거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5 예외적 거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3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 혁신 행동
2.3.1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 혁신 행동의 관계
조직의 혁신 행동은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공정 또

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필요
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에 적합한 실행 계획과 일정을 수
립하는 행동을 의미한다[16]. 혁신 행동은 자신의 업무나 
소속 조직 또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창조, 도입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수준의 혁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41]. 

Amabile(1988)과 Kanter(1983)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에는 조직 혁신 행동이 촉진되지만, 재량권이 없는 톱다
운 조직에서는 혁신성향이 위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증적으로 임파워먼트와 혁신 행동 사이에는 밀접한 정
(+)의 관계가 있음이 국내외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44,43,42]. 
Kanter(1988)는 창의성이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활동이 혁신의 출발점
이라 하였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 행동은 조직 구성
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서 유발되어 다양한 형태
의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궁극
적으로 조직 전체의 능동적인 변화 관리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조직 구성원의 혁신 
행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조직 혁
신 행동의 기저에는 임파워먼트의 수용력이 바탕이 된다
는 의미로 업무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구성
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어 결국 혁신행동에 영
향을 준다[45]. 이도화(2012)의 연구에 의하면 부산 ž 경
남 지역의 제조업체 6개사, 금융기관 5개사, 서비스 업체 
9개사 등 20개사의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 
임파워먼트가 혁신 행동과 정(+)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
하였다[25]. 그리고 신민정, 문형구, 고욱(2016)도 심리
적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상사의 관점을 얼마
나 잘 수용했느냐에 따라 그 정적인 영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46]. 김용운과 고재권(2019) 역시 임파
워먼트는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이와 같은 선행 연구
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3을 설정하였다.

H3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 효과
2.4.1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 효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과 같은 조직

효과성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 임파워먼트의 매개역할을 살펴보
면, Spreitzer(1992)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구조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성과변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매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고 Lord and Hutchison(1997) 
역시 질적인 연구를 통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심
리적 임파워먼트는 호텔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해 
강화될 수 있으며, 조직성과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48,49]. 또한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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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학수(2009)는 호텔 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변
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
개효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 간
에 완전매개 혹은 부분매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50]. 라순주ㆍ이희수(2015)의 연구에서도 변혁적 리더
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구성원 임파워먼트
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구
성원의 임파워먼트를 매개하여 조직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1]. 그리고 남우진ㆍ
윤병섭(2020)은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때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52]. 이상과 같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는 
매우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임파
워먼트가 매개효과를 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가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
십과 조직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고 다
음과 같은 가설4을 설정하였다.

H4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조직 혁신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1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카리스마와 조직 혁신 행
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2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지적 자극과 조직 혁신 행
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3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별적 배려와 조직 혁신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4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건적 거래와 조직 혁신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5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예외적 거래와 조직 혁신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검증
을 통한 중국 충칭지역 호텔 기업의 관리자를 포함한 모
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형(변혁적 리더십ㆍ거
래적 리더십)이 조직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하
여 그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즉, Fig. 1와 같이 독립
변수를 변혁적 리더십 과 거래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고, 

매개변수에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로 그리고 조직혁신 행
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자료 수집 방법 및 표본 특성
3.2.1 자료의 수집 방법
중국 충칭지역 호텔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혁신 행동 간의 관
계 검중과 두 변수  간에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모집단인 중국 충칭 지역 특
급호텔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국의 wen 
juanxing이라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하여 수
집하였다. wen juanxing은 중국에서 영향력이 매우 높
은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이며 많은 기업과 개인에 의
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있고, 현재까지 가입회원 1.01
억 명이고 80.59억 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53]. 설문
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
지 358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총 289부를 
회수하였고 그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45부를 제외한 
24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2.2 측정문항
호텔 관리자의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조직 혁신 행동 간에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대
한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계량
적으로 파악함으로서 구체화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기
존 선행연구의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 구성요소는 Bass 
(1985), 안성철(2009, 2017), 이상윤(2020)등의 척도를 
호텔에 맞게 변경하여 변혁적 리더십 관련 18개 문항과 
거래적 리더십 12개 문항을 추출하여 측정하였다[6,55,56].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Spreitzer(1992), 장세준(2011), 
양쇼징(2020)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7개 문항으로 이용
하였다[48,57,58]. 또한 조직 혁신 행동은 Scott & 
Bruce(1994)가 개발한 도구를 참고하여 지오보(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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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4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6,59]. 모든 측정문항은 7점 리커드 척도를 통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2.3 응답 표본의 분표
수집된 조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3.0을 활용

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분석 변수로는 성별, 학력, 연령, 
직급,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N=244)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26 (51.6)
Female 118 (48.4)

Education

Under high school 86 (35.2)
High school 73 (29.9)

College degree 41 (16.8)
University 36 (14.8)

Graduate degree 8 (3.3)

Age

Under 20 12 (4.9)
21∼25 30 (12.3)
26∼30 46 (18.9)
31∼35 63 (25.8)
36∼40 70 (28.7)
41∼50 17 (7.0)
Over 50 6 (2.5)

Position

Employees 83 (34.0)
Supervisor 72 (29.5)
Manager 48 (19.7)

Senior manager 30 (12.3)
Director 10 (4.1)

Over Director 1 (0.4)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alyzed samples 

  

 

4. 실증 분석
4.1 요인 분석 및 신뢰성 검증

요인 분석은 많은 측정변수의 상호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하여 변수들을 서로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기
본적인 요인으로 집약하는 방법이다. 변수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를 기준으로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하였으며,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베리맥스 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여 요인 분
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응답자로
부터 정확하게 일관(일관성, Consistency)되게 측정되었
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한 반복적(반
복성, Repeatability)으로 측정했을 경우에 유사한 측정
값을 얻는 가능성을 말하며 이를 Cronbach’s α 값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53].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변수 
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일부 항목을 제거하
였다.

4.1.1 독립변수의 대한 요인 분석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혁적 리더십은 설정한 

18개의 변수에서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총 분산 설
명력은 68.909%를 나타냈고, 각각 변수의 의미를 고려
하여 요인 1은 ‘카리스마’, 요인 2는 ‘지적 자극’, 요인 3
은 ‘개별적 배려’, 이라고 명명하다. 표본의 적합도를 나
타내는 Kaiser-Meyer-Olkin는 일반적으로 0.90이상 
나타나면 매우 좋은 편, 0.80-0.89사이면 좋은 편으로 
신뢰도는 매우 높거나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60,61]. 
KMO는 0.933으로 나왔으며, 전체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0.896이상으로 내적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적 리더십은 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와 같은 결과를 나타났다, 총 12개의 변수에서 
설정한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총 분산 설명력은
73.596%를 나타냈고, 각각 변수의 의미를 고려하여 요
인 1은 ‘예외적 거래’, 요인 2는 ‘거래적 거래’, 이라고 명
명하다. 이러한 도출된 KMO 0.944으로 나왔으며, 요인
에 대한 Cronbach’s alpha값은 0.921과 0.932 사이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4.1.2 매개변수의 대한 요인 분석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

과, 문항이 요인부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요인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서 3개 문항을 삭제했으
며, Table 4와 같은 결과를 나타났다, 총 분산 설명력은 
68.397%를 나타났다. 이러한 도출된 KMO는 0.805으
로 나왔으며, 요인에 대한 Cronbach’s alpha값은 최저 
0.844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 항목의 신
뢰성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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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종속변수의 대한 요인 분석
조직 혁신 행동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은 결과를 나타났으며 총 4개의 변수에서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총 분산 설명력은 75.119%를 
나타냈고, 이러한 도출된 KMO는 0.819으로 나왔으며, 
Cronbach’s alpha값은 0.889로 분석되어 신뢰성이 있

Name of 
Factor Sale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Cronbach's 
Alpha

Charisma

My superior is respected by the staffs of our department for his exemplary behavior, .861

8.559 47.549 .921
My superior tends to think first of the moral and ethical consequences of decision making. .824
I am proud to be working with my superior. .792
My superior emphasizes that a sense of mission is important. .785
My superior emphasized that his subordinates should have a strong sense of purpose. .757
My superior shows his authority and confidence. .755

Intellectual 
stimulation

My superior could quickly identifies and responds to the core of difficult and complex 
problems. .792

2.248 60.035 .896
My superior shows confidence that he can achieve his goals. .789
My superior talks passionately about what needs to be accomplished. .777
My superior is very optimistic about the future. .771
My superior tends to present a strong vision of the future to his subordinates. .746
My superior provided a new perspective on how to do the job well. .737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My superior especial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aving a firm sense of purpose. .781

1.597 68.909 .904

My superior once gave me a new perspective on how to get the job done. .745
My superior has done a lot of education and guidance especially for new employees. .738
My superior often striv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mployee skills, such as foreign 
language education necessary for job performance. .732
My superior frequently check whether employees are performing properly. .726
My superior consults with subordinates and answers their grievances. .724

KMO= .93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2915.511, p< .000 (df=153)  
* p< .05 ** p< .01 *** p< .001  

Table 2. The resul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actor analysis

Name of 
Factor Sale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Cronbach's 
Alpha

Management 
by Exception

My superior uses rewards and discrimination appropriately to achieve goals. .851

7.458 62.147 .921

My superior helps subordinates to get what they want as a reward for their efforts. .831
My superior tells me clearly how my subordinates should work to get rewards for their 
performance. .808
My  superior encourages and rewards subordinates when they reach their goals. .785
My superior provides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operation or support 
from subordinates. .773
My superior gives me a static evaluation when I’ve done well. .743

Contingent 
Reward

The superior only tells what must be done, and the subordinates take care of the rest. .800

1.374 73.596 .932

My superior only takes necessary measures when his subordinates fail to achieve their 
set goals. .797
My superior thinks it is meaningless for subordinates to deal with problems in the same 
way. .789
My superior is satisfied when his subordinates meet their performance goals. .783
My superior doesn'twant anychange as long as his subordinates' work is running 
smoothly. .780
My superior is involved and takes action only when subordinates make a mistake. .763

KMO= .94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2333.420, p< .000 (df=66)  
* p< .05 ** p< .01 *** p< .001

Table 3. The result of Transactional Leadership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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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 상관관계 분석
설정된 가설검정에 있어서 필요한 차원의　연관성과 

구성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별 
단일차원을 확인하고 각 요인 사이의 관련성 정도 및 방
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설정된변수 및 항목 간 관계가 .8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아 다중공선상의 문제
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62].

4.3 동일방법편의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통잠

재요인 검증방법을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동일방법분산
을 나타내는 공통잠재요인을 측정모형에 삽입하여 모든 
측정변인과 경로를 연결한 후 분산은 1, 경로의 요인 적
재치는 모두 동일하게 고정하여 값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때 고정된 요인의 값의 제곱이 .50, 즉 분산이 50%이
하인 경우 유의한 동일방법편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63]. 분석결과 요인 적재치 값의 분산은 
34.209%로 판단되는 기준인 이하로 나타나 동일방법편
의에 의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4 가설 검증
4.4.1 연구 가설의 검증
가설의 검증결과는 Table 7과 같다.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카리스마(표준화 계수

Name of Factor Sale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Cronbach's 

Alpha

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I always persuade others to support innovative ideas .894

3.005 75.119 .889
I always suggest creative thoughts. .893
I always discover innovative ideas about new service technologies, 
techniques, procedures, and products. .860
I always make appropriate plans and timetables for developing new ideas. .817

KMO= .81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559.703, p < .000 (df=6)  
* p< .05 ** p< .01 ***p<.001 

Table 5. The result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factor analysis

Name of Factor Sale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Cronbach's 

Alpha

Empowerment
I feel confident in determining my work and workload. .863

2.736 68.397 .844I take responsibility for my work situation. .854
I know how to acquire the things which I need for my job. .796
I think I have a lot of control (discretion) in my work. .792

KMO= .76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421.957, p< .000 (df=6)  
* p< .05 ** p< .01 *** p< .001

Table 4. The result of Empowerment factor analysis 

Variable 1 2 3 4 5 6 7
1. Charisma 1

2. Intellectual stimulation .474** 1
3.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431** .527** 1
4. Management by Exception .329** .471** .425** 1

5. Contingent Reward .244** .388** .364** .626** １
6. Empowerment .151** .208** .364** .317** .185** １

7. 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278** .359** .381** .280** .380** .207** １
* p< .05 ** p< .01 

Table 6.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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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t=4.494, p<.000), 지적 자극(표준화 계수=.359, 
t=5.978, p<.000), 개별적 배려(표준화 계수=.381, 
t=6.403, p<.000),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 혁신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의 예외적 거래(표준화 계수=.280, t=4.529, 
p<.000), 거래적 거래(표준화 계수=.380, t=6.387, 
p<.000), 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의 카리스마(표준화 계수=.151, t=2.372, p<.05), 지
적 자극(표준화 계수=.208, t=3.307, p<.01), 개별적 배

려(표준화 계수=.364, t=6.086, p<.000), 거래적 리더십
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의 예외적 거래(표
준화 계수=.317, t=5.200, p<.000), 거래적 거래(표준화 
계수=.185, t=2.925, p<.01), 심리적 임파워먼트이 조직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표준화 계수=.185, t=2.925, 
p<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H1-1, H1-2, H1-3, H1-4, H1-5, H2-1, H2-2, H2-3, 
H2-4, H2-5, H3은 모두 채택되었다.

Hypothesis path Coeff  SE  t  p LLCI  ULCI Result

H4-1 Charisma→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Direct effect .2454 .0602 4.4945 .0000 .1524 .3902
AcceptIndirect effect .0258 .0146 - - .0028 .0598

Total effect .2713 .0604 4.4945 .0000 .1524 .3902
R² = .0770, F = 20.2003 (p=.0000)

H4-2 Intellectual stimulation→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Direct effect .3480 .0639 5.4477 .0000 .2222 .4739
AcceptIndirect effect .0302 .0164 - - .0040 .0679

Total effect .3782 .0633 5.9780 .0000 .2536 .5029
R² = .1287, F = 35.7366 (p=.0000)

H4-3 Individualized consideration→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Direct effect .3640 .0654 5.5652 .0000 .2352 .4929
RejectIndirect effect .0330 .0229 - - -.0091 .0817

Total effect .3971 .0620 6.4032 .0000 .2749 .5192
R² = .1449, F = 41.0008 (p=.0000)

H4-4 Management by Exception→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Direct effect .2362 .0628 3.7625 .0002 .1125 .3598
AcceptIndirect effect .0394 .0199 - - .0043 .0826

Total effect .2755 .0608 4.5286 .0000 .1557 .3954
R² = .0781, F = 20.5086 (p=.0000)

H4-5 Contingent Reward→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Direct effect .3315 .0556 5.9573 .0000 .2219 .4411
AcceptIndirect effect .0232 .0138 - - .0020 .0551

Total effect .3547 .0555 6.3872 .0000 .2453 .4641
R² = .1449, F = 41.0008 (p=.0000)

Note: * p< .05 ** p< .01 *** p< .001

Table 8. Mediation between the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effect of Empowerment

Hypothesis path S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Adoption status

H1-1 Charisma→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060 .278 4.494 .000 Accept
H1-2 Intellectual stimulation→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063 .359 5.978 .000 Accept
H1-3 Individualized consideration→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062 .381 6.403 .000 Accept
H1-4 Intellectual stimulation→Management by Exception .061 .280 4.529 .000 Accept
H1-5 Contingent Reward→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056 .380 6.387 .000 Accept
H2-1 Charisma→Empowerment .247 .151 2.372 .018 Accept
H2-2 Intellectual stimulation→Empowerment .264 .208 3.307 .001 Accept
H2-3 Individualized consideration→Empowerment .248 .364 6.086 .000 Accept
H2-4 Management by Exception→Empowerment .239 .317 5.200 .000 Accept
H2-5 Contingent Reward→Empowerment .235 .185 2.925 .004 Accept
H3 Empowerment→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016 .207 3.297 .001 Accept

Note: * p< .05 ** p< .01 *** p< .001

Table 7. Verification results for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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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매개효과의 검증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 혁신 행동 간의　관계

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7)가 제시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한 단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62]. 편의보정
기법은 부트스트랩 추정치의 비대칭성을 더욱 엄밀하게 
반영하여 신뢰구간 내 계수 하한 값(LLCI)과 상한 값
(ULCI)을 통해 매개모형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부트스트랩핑에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기 위해서 95% 
신뢰구간 이내에 0이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미하다
[64,65].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개효과의 검증결과는 Table 8
과 같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 투입한 회귀모형의 
결과에서, 카리스마가 조직 혁신 행동에 대해 갖는 간접
효과가 .0258(p< .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 자극이 
조직 혁신 행동에 대해 갖는 간접효과가 .0302(p< 
.00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개별적 배려가 조직 혁신 행동에 대한 간접효과
는 0을 포함하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가설 H4-1, H4-2는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채택되
었고 H4-3은 기각되었다.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 혁신 행동 관계에서 심리적 임
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예외적 거래가 조
직 혁신 행동에 대해 갖는 간접효과가 .0394(p< .0000)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적 거래가 조직 혁신 행동에 대해 갖는 간
접효과가 .0232(p< .0000)로 검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가설 H4-4, H4-5는 부분매개 되는 것으
로 채택되었다.

5. 결론
5.1 연구 결과 및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충칭지역 호텔 관리자들의 변혁적 리
더십, 거래적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조직 혁신 행동 간에 
있어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이
론적 정립을 시도하고 연구모형의 가설설정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을 통해 제시된 가설
1-4를 검증한 결과, 중국 호텔 관리자의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또한 중국 호텔 관리자들의 변혁적 ž 거래적 리
더십이 구성원들의 조직 혁신 행동 간에 심리적 임파워
먼트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핑 방법
을 실시한 결과,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
종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국의 호텔 구
성원들이 지각하는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 하위요인인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의 3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두 요인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를 분석되었다.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 하위요인인 조건적 거래, 예외적 
거래로 이 2개 요인을 분석결과도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선행연구자(문재승, 2009; 이도화, 2012; 김선기 ž 임태
성, 2018; 남기매, 2020)등이 연구한 결과와 같은 결과
로 이는 한국과 중국의 호텔관리자들이나 종사원들에 대
한 리더십 관계는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24-27]. 둘
째, 호텔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 ž 
거래적 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과의 관계에서 유의
한 정(+)의 영향관계를 보임으로써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
십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데 도
움이 되며, 이는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과 심리적 임파
워먼트와의 긍정적 관계를 제시한 일부 기존의 연구(정
재근, 2013; 양재영, 한사비나, 박영진, 2013; 함상우⋅
이태식, 2015; 박찬열⋅권일남, 2019;, 남우진 ž 윤병섭, 
2020)등과 같은 맥락으로 입증되었다[37-41]. 셋째, 심
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를 보임으로써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의 혁신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심
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 혁신 행동의 긍정적 관계를 제
시한 기존의 일부 연구들을(이도화, 2012; 신민정, 문형
구, 고욱, 2016; 김용운, 고재권, 2019)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검증되었다[25,46,47]. 넷째, 호텔 관리
자들의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 혁신 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 
간을 개별적 배려를 제외하고 모두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자의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 혁신 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매
개 관계를 제시한 일분 선행 연구들을(이창호, 최학수, 
2009; 라순주, 이희수, 2015; 남우진, 윤병섭, 2020) 등
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검증이 되었다[50-52].

이상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 외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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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 혁신 행동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조직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중국의 호텔들
은 조직 혁신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어려
움을 함께 나누는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조직의 미
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호텔 조직의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배려와 거래 측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호텔의 경우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머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
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
트을 높이기 해서는 호텔 관리자들은 구성원들의 개인 
가치와 관리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확실한 목
표를 설정하고 관리자가 모범을 보여야 하며, 그리고 구
성원들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미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와 구성원
들 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국 호텔의 경우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 혁
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심리적 임파
워먼트가 높을수록 조직의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입증내용을 토대로 호
텔조직의 혁신 행동을 높이기 해서는 호텔관리자들은 종
사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과 판단
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야 한
다. 그리고 종사원들의 변화를 위해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향이나 행동이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중국 호텔의 경우 관리자들은 조직에 심리적 임
파워먼트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면 관리자들과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즉, 기업 내 경영 관리자들이 조직 관리 
과정에서 리더십 전략의 하나로 구성원들이 조직에 혁신
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발휘해야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관리자 리더십이나 
중국의 관리자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관리자들에 대한 리더십의 차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 충
칭지역 호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호텔 관리자의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을 분석하여 호텔관리자와 호텔 구성원
들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리더십유형을 바르게 인
식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호

텔 관리자들의 관리 측면의 변화를 통해 심리적 임파워
먼트와 조직 혁신 행동에 영향을 규명하고, 심리적 임파
워먼트을 통해 조직 혁신 행동에 매개 효과의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이상과 같이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 충칭지역 호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 결과로 중국내 전체 호텔 구성원들에게 일반
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리더십 다원화 
시대로 변혁적 ž 거래적 리더십 외에 다른 리더십 유형이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내 특급 호텔과 중저
가 호텔을 비교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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