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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종사원의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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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show the importance of trust in a leader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relation-
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rust in a 
leader. Four hypotheses were formulat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employees working 
in hotels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es. Based on the data, leadership, trust in a leader, its relation 
wit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he mediating role of trust in a leader of a hotel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rust affects the partial mediating or the perfect mediating betwee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t is hop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
lopment of leadership in the hotel industr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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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호텔 조직에서의 리더십은 개인 행동과 집단

행동의 형성은 물론 이들 행동을 조직성과에 연

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호텔

조직적 특성과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호텔 조직에서의 리더십

연구는 중요하다(윤대균 2004).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실로 오랜 역사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존의 리더

십 이론만으로는 변화와 변혁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의 역할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면서, Burns(1978)와 Bass(1985)에 의해

서 제안된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은 많은 리더십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조직유효성, 리더십 효

과성, 조직시민행동(Meyer & Allen 1991; Bryman 
1992; Lowe Kroeck & Sivasubramaniam 1996) 등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주목을 받

고 있다. 
호텔 기업이 그들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서는 종사원이 어떠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는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호텔

과 종사원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간관리

자의 리더십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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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장호성 등 2007).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목

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의 능력인 조직 유효

성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

울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김원석 1990). 또한

최근 리더십에 관한 연구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유효한 리더십은 구성원들과 신뢰를 형성

하는 리더십(Mishra 1998)이며, 신뢰는 리더십의

근본(Mark 1992)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리

자의 리더십 발휘 과정에 신뢰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Bennis & Nanus(1985)는 효과적 리더

는 부하들의 신뢰를얻는 사람이며, Boal & Bryson 
(1988)은 리더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이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뢰는 리

더십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의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가 중요한 영향변수가 된

다고 하였다(서도원․김용순 200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적자원의 의존도 및 관

리자의 영향력이 높은 호텔 종사원의 리더십과 리

더에 대한 신뢰, 조직유효성간의 관계, 그리고 이

들과의 관계에서 리더에 대한 신뢰의 매개 역할

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여 서비스 접점

(service encounter)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리더십 유효성을 이

해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

상의 독특한 이론과 연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접

근의 하나는 종사원의 가치와 열망에 영향을 주

고, 그들의 높은 수준의 욕구를 촉진하고, 조직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도록 하는 리더의

행동을 검증하고 조사하는데 초점을 둔다(Bass 
1985; Yukl 1989a). 이러한 변혁적이거나 카리스

마틱한 행동들은 거래적 리더의 행동이 종사원의

결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한다고 믿어진

다. 왜냐하면, 부하들은 리더를 신뢰하고 존경하

며, 그들은 기대 이상의 일을 하도록 동기 부여하

기 때문이다(Yukl 1989b). 
Burns(1978)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는 정의, 인

권, 평등 등의 목표 가치에 대해 개인적 관점을

표현함으로써 부하들을 통합할 수 있으며, 부하

들의 목표와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변혁적 리더십을 리더와 부하 직원이 서로 동기

부여하고 높은 도덕적 윤리를 기본 바탕으로 업무

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이

라 하였다. 또한 변혁적 리더는 공유할 수 있는 미

래의 현실적 비전을 명확히 하고, 지적 자극을 하

며, 하위자 사이의 차이를 고려한다(Bass 1985). 
그러한 변혁적 리더는 지시된 결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하위자들이 그들 자

신의 이익을 초월하고, 욕구를 변화시키거나 확

장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Bass 1985).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 사이 계약적이고

교환 관계적인 과정으로서 특징지어진다. Burns 
(1978)는 거래적 리더십에 대해 권위와 합법성, 
규칙 등을 강조하는 관료적 권한 체계, 성과에 대

한 보상으로써 개인의 이해관계에 기초하는 리더

십이라 하였다. Bass(1985)에 따르면 거래적 리더

십은 리더가 보상이나 벌을 사용하여 부하들이

자신의 직무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동기 부여시키

는 리더십이라 하였다. Kuhnert & Lewis(1987)는
이 과정에서 거래적 리더가 영향력이 있는 것은

리더가 원하는 데로 하는 것이 부하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Bass(1985)는 Burns(1978)의 거래적 리더십 이

론을 기업에 맞게 재정립하면서 좀 더 광범위하

게 규명하였으며, 자신이 개발한 MLQ(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를 토대로 변혁적 리더

십의 3가지 하위요인과 거래적 리더십의 2가지

하위요인을 밝혀냈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

은 카리스마(charisma), 지적인 자극(intellectual 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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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ation), 개별화된 고려(indiuadualized consadera-
tion)이며, 거래적 리더십은 일련의 교환 또는 협

상에 토대를 둔 리더와 부하의 관계로부터의 기

대되는 노력 혹은 협상된 노력을 발휘하도록 동

기 부여시키는 리더십으로 하위요인은 상황적 보

상(contingent reward), 예외적 관리(management by 
exception)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2. 신뢰

조직상황에서신뢰의중요성은지속적으로증대

하고 있으며, 대인간이나 사람과 조직, 조직 상호

간에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연구되고 있다(Wrightman 1991; Helgeson 
1994; Cummings & Bromiley 1995; Hosmer 1995; 
Kramer & Tyler 1996).

신뢰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구두

나 문서로 작성한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generalized expectation)
라고 하였다(Rotter 1980). Luthman(1988)은 신뢰

란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어떤 상

황에서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를볼가능성이 있

지만 그를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하였고, 확신은

위험이 없는 상태로 대안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

고 행동하는 것을 확신이라고 하면서 위험의 개념

을 사용하여 신뢰와 확신을 구분하고 있다. Lewis 
& Weight(1985)는 다른 사람을 잘 믿는 개인의

성향 또는 기본적인 지향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뢰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에서 가장 두드러

진 것 중 하나는 신뢰는 여러 유형과 차원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신뢰는 두 개 이상

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영역들은

한 개인이 다른사람에게 가질수 있는 신뢰의 형

태나 질을 특성화 시킨다고 주장하였다(Cook & 
Wall 1980; Lewis & Weigert 1985; Remple & Holmes, 
Zanna 1985; McAllister 1995). 이에 따라 Lewis 
& Weigert(1985)는 신뢰 유형을 관계에 초점을 두

고서 인지기반 신뢰와감정기반 신뢰 2가지 차원

으로 유형화 시키고, Lewicki(1995)는 신뢰 유형

을 확장하여 발전시켰는데, 한 수준에서 신뢰가

달성되면 다음 수준의 신뢰로 발전해 간다고 하

는 신뢰 3단계모델인 계산 기반 신뢰, 지식 기반

신뢰, 동일화 기반 신뢰를 제안하였다. 특히 이들

은 단순하게 신뢰를 유형별로 구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뢰 형성을 위한 구축방안까지 제시하였

다. 계산 기반 신뢰는 위반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보다 신뢰보존으로부터 얻게 되는긍정적 보상에

기초한 신뢰이다. 지식 기반 신뢰는 상호 교류가

증가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경험과 자료가축적됨

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

아져서 상대방을 믿게 되는 신뢰이다. 동일시기

반 신뢰는 상대방의 가치, 신념, 비전 등에 대해

내재적 수용이 높아지는 신뢰이다. 이는 상대방

의 입장, 특성, 상황 등에 대해 아는 정도를 뛰어

넘는 것으로서 서로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고 신

뢰를 갖는 것을 말한다(서준호․윤위석 2003).

3.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은 조직의 성공 정도를 나타내는 지

침으로써 목표 달성도이며, 희소가치가 있는 자

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조

직의 능력이다(Stanley 1967). 또한, 조직구성원들

에게 조직에의 공헌도 이상의 유인을 제공함으로

써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조직의 능력으로, 
기업의수익성과구성원의욕구충족및 사회에대

한 기여도를포함하는 개념이다(Frank 1968). Price 
(1968)는 조직유효성을 목표 달성의 정도로 정의

하면서, 측정 기준으로서, 생산성, 사기, 적합성, 적
응성, 제도화를 제시하였으며, Miles(1965)는 목

표지향성, 의사소통의 적절성, 사기 혁신성, 자율

성, 적절한 권한의 분배, 적응성, 문제 해결의 적

합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을 심리과정으로 파악하

고 있기 때문에 조직유효성의 여러 가지 변수 가

운데에서 심리적 성과지표만을 고려하여 직무 만

족, 조직 몰입, 이직 의도의 행동지표를 통해 조

직유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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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 또는 직무를

통해 얻은 경험을 평가한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즐겁고긍정적인 정서 상태로써 직무에서 체험된

또는 직무로부터 유발하는 욕구 만족 정도의 함

수와 근로자의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촉진하는 등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즐거운 감정적

상태라고 하였다(Locke 1969; MaCarille & Tiffin 
1974). Churchill(1976)은 직원의 보상과 성취, 만
족, 실망, 불만족에서 오는 직무 자체의 모든 특

성과 작업환경에 대한 지각이라 하였다.
조직 몰입은 구성원의 의식과 직접적인 관련

으로 개인의 현재 지위를 반영하고 업무성과 직

무동기 및 조직에 대한 공헌 등의 조직성과변수

의 가능한 예측으로 동기유발 요인들의 차별적인

적합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Brown, 1969). 
Kanter(1971)는 조직 몰입을 사회시스템과 결부

시켜서 사회 내에서 각각의 행위자가 에너지와

사회 시스템에 바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자아표

현 방식을 조직 몰입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직

몰입에 대한 연구는 연구 주체 현재 지그 관점이

다양하며, 개념 또한 다면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폭넓게활용되기 때문에 일관된 정의를내리기가

어렵다고 주장되고 있는 가운데 Meyer & Allen 
(1991)은 다중형태적 견해를 바탕으로 조직 몰입

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분류하였다.
Mobley(1982)는 이직을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는 개인이 자의로 조직내구성원으로서

역할을포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Price(1996)
는 ‘이직은 조직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조직을

떠나느냐의 개인적 이동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동

태적인 개념’으로파악하고 있다. 이직 의도가 이

직과정에 중요한 선행변수(Busch 1980; Bluedorn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Trus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ig. 1> Research model.

1982; Tett & Meyer 1993)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서 학자뿐만 아니라 실무담당자들 사이에 많은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직 의도를 통

해 이직 행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 요인에 변화를

주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구성원 스스로 하도록

하여 조직에잔류토록 유도할 수가 있고, 만약 변

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직 의도는 새로운

채용과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라 하겠다(Martian & Hunt 1980).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선행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여러 요인에 근거하여

〈Fig. 1〉과 같은 가설 및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

다.

2. 가설 설정

1) 리더십과 신뢰와의 관계

변혁적 리더에 대해 부하들은 그들이 현재 상

태의 변화, 위험선호에 대한 준비를 할 때 리더의 
후원을 기대한다. Meyer et al.(1995)은 신뢰는 위

험선호 행동에 중요한선행요인이라고 주장하였

다. 변혁적 리더는 부하가 문제에 대해새로운방

법으로 생각하게 하고 위험 선호를 하도록 지적

인 자극을 한다고 하였다. Yukl(1989)은 기대 이

상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변혁적 리더에

의해 부하가 동기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의 하나가 리더에 대한 부하의 신뢰와 충성심이

라고 하였다. Podsakoff(1990)에 의해 개념화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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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는 단면적이며, 능력신뢰보다 정직신뢰로 명명

되는 것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 규명

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래적 리더

십과 신뢰의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국내연구에서 서준호와 윤위석(2003)은 
거래적 리더십은 계산 기반과 지식 기반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지식 기반 신뢰

에 더욱큰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변혁적 리

더십은 동일시 기반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이에 따라선행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1: 리더십은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신뢰와 조직유효성과의 관계

사회적 교환 관계의 중요한 요소는 신뢰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종업원은 지속적인 높은

성과와 조직유효성에 대해서 조직이 그들에게 보

상할 것이라 믿게 된다는 것이다. 즉, 즉각적인 보

상이 이루어지지않아도 결국에는 교환 관계에 균

형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교환

은상거래 계약에기반을두고있지만사회적교환 
관계는 개인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Holmes 
1981). Driscoll(1987)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수준

의 신뢰는 높은 수준의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홍기(2004)는 중소기업을 중

심으로 한 연구에서 상사에 대한 신뢰는 근로자

의 정서적몰입과 이직 의도에 부의 영향을, 지속

적 몰입은 이직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이에 따라선행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2: 신뢰는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3) 리더십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

MLQ를 사용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변혁적 리

더십과 조직 몰입, 조직 시민 행동, 리더에 대한

만족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변혁적 특성이 높

은 리더일 때 그렇지 않은 리더에 비하여 부하들

의 조직 몰입, 조직 시민 행동 및 학생들의 학문

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h et al. 1995).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조직유효성간

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변혁적 리더십

을 여섯 가지로 재개념화하여 미국의 대규모 석

유화학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유효성 간의 직접적

관계를 밝혀내진 못하였지만, 부하의 리더에 대

한 신뢰가 매개작용을 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간

접적 영향을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Podsakoff 
et al. 1990). 이대성과 이종직(2002)은 호텔 종사자

를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 만족의 관계

를 연구한 결과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고무형

리더십은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

적 자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에 따라 선행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H 3: 리더십은조직유효성에영향을미칠것이다.

4) 리더십과조직유효성간의신뢰의매개역할

리더에 대한 신뢰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

인 비전의창출과 구체화, 적절한 역할모형의 제

시, 집단목표의 수용 촉진, 그리고 개별적인 후원

의 제공으로부터는 정의 영향을 받았으나, 지적

자극과 고성과 기대로부터는 부의 영향을 받았음

을 밝히고 있다. 거래적 리더십의 핵심 하위차원

인 조건적 보상 행동과 신뢰 간에 어떤 관계도

밝혀내지 못하였으나 능력신뢰보다 정직과 은정

신뢰로 명명되는 것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신뢰

의 관계규명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Podsakoff et al. 1990). 이재연(2001)도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유형과 결과변수사

이에서 신뢰의 매개역할에 대해 연구한 결과, 
리더십 유형인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은 상사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결과변수인 조직 몰입과 직

무 만족에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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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행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H 4: 신뢰는 리더십과 조직유효성 사이에서 매

개 역할을 할 것이다. 

2. 설문지 구성

본연구에사용된설문지는 Bass & Avolio(1995)
가 개발한 MLQ-5X의항목을 수정하여활용하였

으며, 변혁적 리더십 16문항, 거래적 리더십 8문
항 등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요인의 측정

항목으로서는 Lewicki & Bunker(1995)가 제시한

신뢰유형 계산 기반, 지식 기반, 동일화 기반 신

뢰를 근거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직유효성의

측정항목으로는 Price & Muller(1986), Churchill 
et al.(1976)가 제시한 직무 만족과, Meyer & Allen 
(1990)이 제시한 조직몰입 18문항, Mobley(1978)
가 제시한 이직 의도 4문항을 근거로 하여 모든

항목을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특별히 7
점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응답자들의 좀 더 차별

화된 자료를 얻기 위해서였다(Chang 1994). 

3.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은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응답자의 자발적인 자기기입식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2일부

터 8월 4일까지 33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291부
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8부를 제외시키고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유효

표본은 283부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딩과정을 거쳐 SPSS 11.5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모든실증 분석을 위한 통계 유의도는 p=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Ⅳ. 실증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통계적 분포를 살펴보면, 유효

응답자 283명 중에서 남성이 217명(76.7%), 여성

이 66명(23.3%)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의 경우 고

졸이 19명(6.7%), 전문대학 졸업이 141명(49.8%), 
대학 졸업이 86명(30.4%), 대학원 이상이 37명
(13.1%)로각각나타났다. 호텔에서의총재직 기

간은 1년 이하가 31명(11%), 2년 이하가 35명
(12.4%), 3년 이하가 26명(9.2%), 4년 이하가 39명
(13.8%), 4년 이상이 152명(53.7%)인 것으로 응

답자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3.8년 정도로 나타났

다.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20대 90명(31.8%), 30대
157명(55.5%), 40대 이상이 36명(12.7%)로 나타

났으며,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

로볼수 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151명(53.4%), 
미혼이 132명(46.4%)로 나타났다. 직위의 분포는

계약직 65명(23%), 사원 139명(49%), 주임 48명
(17%), 계장/대리 26명(9.2%), 대리 이상 5명(1.8%)
으로 비교적 사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설문지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를 이용하

였다. 신뢰성 계수의 적정수준을 판정하는 절대

적인 기준은없으나,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만

족스러운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다(Nunnally 1978).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초기 추출방

법은 여러 가지 분석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

용되는 기법인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
ne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요인들 간의 상호독

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방법인 직각회전(vari-
max rotation)을 시행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

는 Kaiser(1974)가 제안한 기준고유 값 1 이상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변수와 요인 간에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어 주는 요인적재량은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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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of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Factor Variables Factor 
loading

Commu-
nality

Eigen-
vaule

Propotion
(%)

Cronbach's 
α

Charisma

Trust in a manager 0.85 0.75

6.74 42.17 0.84

Company's sense of duty 0.84 0.72
Success or accomplishment 0.82 0.61
Accomplishment of needs 0.77 0.52
Authority and trust 0.65 0.66
Emphasis on value and belief 0.54 0.64
Identifying with a manager 0.45 0.65

Personal 
consideration

Personality of employees 0.83 0.74

2.05 12.78 0.88
Advantages of employee development 0.75 0.62
Care of personal matters of employees 0.69 0.62
Time investment in employee training 0.60 0.43

Intellectual 
stimulation

Effort for solving problems 0.81 0.79
1.01  6.34 0.71Different approaches to the problems 0.78 0.75

New approaches to solve the problems 0.75 0.76

Contingent 
reward

Satisfaction with work 0.84 0.72

3.88 38.70 0.86
Confidence in rewards 0.83 0.70
A reward for work and accomplishment 0.80 0.66
Limit of responsibility for work 0.78 0.63

Management 
of exception

Avoidance of expressing decision 0.79 0.63

1.95 22.40 0.78

Looking on work 0.78 0.60
Controlling actions until troubles happen 0.68 0.46
Looking on until troubles get serious 0.66 0.54
Concerned about mistakes, complaints, and failure 0.62 0.45
Concentrating on mistakes and irregularities out of work 0.52 0.41

<Table 2> Factor analysis of trust

Factor Variables Factor 
loading

Commu-
nality

Eigen-
vaule

Propotion
(%)

Cronbach's 
α

Identification-
based trust

Trust in the manager's pursuit of value 0.83 0.79

8.38 57.70 0.87
Trust in the manager's vision and target 0.82 0.81
Identifying with a manager 0.77 0.78
A sense of unity with a manager 0.75 0.69
Community with a manager 0.69 0.73

Calculus-
based trust

Expectation by excellent results 0.82 0.80

1.56  8.42 0.83
Support of a manager in work 0.81 0.78
Expectation of the rewards about results 0.76 0.79
Interests with a manager 0.65 0.68
Support by efforts 0.53 0.71

Knowledge-
based trust

Respecting the manager's ideas when his deciding 0.81 0.77

1.21  7.12 0.89
Doing the mutually reliable business 0.77 0.70
Employees' following and believing the difficult work order 0.74 0.71
Conducting business by the manager's style 0.60 0.69
Employees' believing in the style of a manager 0.51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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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analysi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actor Variables
Factor 
loading

Commu-
nality

Eigen-
vaule

Propotion
(%)

Cronbach's 
α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work place 0.86 0.62

6.46 67.8 0.90

Satisfaction with salary 0.85 0.70

Satisfaction with work 0.85 0.61

Support of manager 0.73 0.52

Promotion 0.70 0.64

Relationship with co-workers 0.68 0.69

Emotional 
commitment

Proud of the job 0.81 0.76

5.02 35.4 0.84
Sympathy with my problem 0.79 0.68

A sense of unity and affection 0.75 0.63

Feeling like family 0.70 0.63

Continuance 
commitment

Confusion by secession from work 0.74 0.62

2.17 19.3 0.85
Difficult to leave organization 0.74 0.56

Needs 0.63 0.56

Need a sacrifice when changing an organization 0.61 0.54

Normative 
commitment

Many advantages in an organization 0.81 0.70

1.85 16.1 0.83
Loyalty and moral duty 0.79 0.65

Legal defense of changing work place 0.73 0.63

Value of an organization 0.72 0.62

Intention of 
changing job

Thinking of changing to another job 0.88 0.77

2.83 68.3 0.91
No profit in the current job 0.83 0.69

No regret in the current job 0.82 0.70

Plans of changing work place 0.77 0.71

유의한 값으로 인정하는 0.4 이상의 것을 사용하

였다. 각변수들의 타당성 검증 결과는〈Table 1〉,
〈Table 2〉 및 〈Table 3〉과 같다.

3. 연구가설의 검증

<Table 4>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n trus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R2

Identification-based trus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0.66** 15.86

00.48
Transactional leadership  0.20**  5.12

Calculus-based trus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0.60** 12.31

0.41
Transactional leadership 0.15*  3.01

Knowledge-based trus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0.59** 10.36

0.36
Transactional leadership  0.20**  5.01

*p<0.05, **p<0.01, ***p<0.001.

1) 가설 1의 검증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는〈Table 4〉와같다. 변혁적리더십은동

일화 기반 신뢰에 0.66(15.86), 계산 기반 신뢰에

0.60(12.31), 지식 기반 신뢰에 0.59(10.36)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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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적 리더

십도 동일화 기반 신뢰에 0.20(5.12), 계산 기반 신

뢰에 0.15(3.01), 지식 기반 신뢰에 0.20(5.01)의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 2의 검증

신뢰 수준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는〈Table 5〉와같다. 동일화 기반 신뢰는 규

범적몰입 0.22(2.64)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계산 기반 신뢰는 직무 만족 0.35(5.77), 정서적

몰입 0.26(4.17), 규범적몰입 0.12(2.31)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지식 기반 신뢰는

직무 만족 0.34(4.35), 정서적 몰입 0.24(3.21), 지
속적 몰입 0.21(2.44), 규범적 몰입 0.28(2.41)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3의 검증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는〈Table 6〉과 같다.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 만족

0.50(11.59), 규범적몰입 0.31(6.33) 순으로 유의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거래적 리더십은지속적 몰입

<Table 5> The effect of trus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R2

Job satisfaction

Identification-based trust 0.08 1.36

0.43Calculus-based trust 0.35** 5.77

Knowledge-based trust 0.34** 4.35

Emotional commitment

Identification-based trust 0.06 0.87

0.31Calculus-based trust 0.26** 4.17

Knowledge-based trust 0.24** 3.21

Continuance commitment

Identification-based trust 0.06 0.76

0.12Calculus-based trust (0.04) 0.62

Knowledge-based trust 0.21* 2.44

Normative commitment

Identification-based trust 0.22* 2.64

0.23Calculus-based trust 0.12* 2.31

Knowledge-based trust 0.28* 2.41

Intention of changing a job

Identification-based trust 0.19 1.48

0.11Calculus-based trust 0.02 0.25

Knowledge-based trust 0.10 0.77

*p<0.05, **p<0.01, ***p<0.001.

0.63(12.43), 이직의도 0.53(9.72), 정서적몰입 0.37 
(7.62)에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 4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 4(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

증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회귀방정

식을 추정하여야 한다.
첫째로 매개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선행요인

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행한다. 
둘째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만의 회귀분

석을 실행한다.
셋째로 종속변수에 대하여 각각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회귀분석한다.
이상의 3가지 회귀방정식을 수식화하면 다음

과 같다.

M = β1iXi + ε 1                     ①
Yi = β2iXi + ε 2                     ②
Yi = β3iXi + β4M + ε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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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 of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 regression coefficient t value R2

Job satisfac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0.50** 11.59

0.38
Transactional leadership 0.15**  3.20

Emotional commitmen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0.20**  4.01

0.26
Transactional leadership 0.37**  7.62

Continuance commitmen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0.36)** (7.71)

0.27
Transactional leadership 0.63** 12.43

Normative commitmen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0.31**  6.33

0.29
Transactional leadership 0.20**  5.13

Intention of changing a job
Transformational leadership (0.32)** (6.09)

0.15
Transactional leadership 0.53**  9.72

*p<0.05, **p<0.01, ***p<0.001.

이들 3가지 회귀식을 통하여 매개모델의 연계

성을 검증하게 되는데 매개효과가 검증되기 위하

여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첫
째로 ①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쳐

야 한다. 즉, β1이 유의적이어야 한다. 둘째로 회

귀식 ②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즉, β2가 유의적이어

야 한다. 셋째로 회귀식 ③에서 매개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4가 유의적이

어야 한다. 끝으로 이들 조건들이모두 예측된방

향으로 나타난다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두 번째 회귀식보다는 세 번째 회귀식

<Table 7> Intermediation role of trust in the relation among transformation, transacti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tep

Dependent 
variable

Prediction variable

Step 1 Step 2 Step 3 Route analysis

Trust
Organi-
zational

effectiveness

Organi-
zational 

effectiveness

Indirect 
effect

Immediate 
effect

Total 
effect

Intermediate
effect

Independent 
variable

Charisma 0.28*** 0.15** 0.06 0.08 0.08 ○

Personal consideation 0.09 0.17** 0.14** 0.14 0.14 ×

Intellectual stimulation 0.26*** 0.23*** 0.17** 0.07 0.17 0.24 △

Contingent reward 0.27*** 0.01 0.07 0.08 0.08 ×

Management of exception 0.25*** 0.21*** 0.13** 0.07 0.13 0.20 △

Parameter Trust 0.28***

R2 0.47 0.23 0.26

○: perfection intermediation, ×: no intermediation, △: partial intermediation.

에서 적게 나타나야만 된다. 매개변수가 통제되

었을때독립변수가전혀영향을미치지 못하는경

우매개조건은완벽한것이다(Van Dyne et al. 1994; 
Baron & Kenny 1986; 이병직 1999).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β3가 유의적이지 못

한 경우 매개효과는완벽하다고볼수 있으며, 또
는 위의 식에서 β2가 β3에 비하여 크다고 판정

되는 경우 매개효과의 존재를 검증하게 된다.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검증기법을 적용하였다. 
카리스마와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Table 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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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 카리스마는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

며(식 ①을 충족), 2단계에서 카리스마는 신뢰가

투입되지않은 상태에서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치며(식 ②를 충족), 3단계에서 독립변수들

이 투입된 상태에서 신뢰는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식 ③을 충족). 
따라서 신뢰는 카리스마와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서 매개효과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런데 3
단계에서 신뢰가투입된 상태에서 카리스마는 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

타나 카리스마는 신뢰만을 경유하여 조직유효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뢰는

카리스마와 조직유효성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다. 개별적 고려의 경우 신뢰에게 영

향을 주지 않으며, 상황적보상의 경우에는 신뢰

가투입되지않은 상태에서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검증이

안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적 자극과 예외에 의

한 관리의 경우에는모든식에 충족하나β2가β3
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호텔 종사원의 리더십과 조직유효

성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리더에

대한 신뢰의 매개역할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초점

이 있다. 이를 위해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과 가설을 설정하였고, 호텔 종사원을 대상

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십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변혁적, 

거래적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호텔 내에서 종사원들 간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

공하고, 근무 도중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처리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하들

에게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비전 제시 및 동기 부

여, 높은 목표에 도전하도록 하여 조직의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변혁적 리더십뿐 아니라, 보상, 처
벌 등을 사용하여 구성원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래적 리더십을 동시에 발휘한다면 구성원 간의

서로 일체감을 느껴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

해 리더를 더욱신뢰하게 되며, 이로 인해 리더십

의 유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뢰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서 조직유효성 중에 이직 의도를 제외한 직무

만족 및 조직 몰입에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

를 신뢰하게 되면 상하간 접촉이 편안하게 형성

되어 상호간에 활발한 대화가 이뤄짐에 따라 관

계의질이 높아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

써 자신의 직무에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을알수

있다. 조직 몰입에서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공

감대, 강한 소속감, 높은참여의식과 상대방행동

에 대한 예측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감

소시켜조직에서 부여된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 또는 내재적 가치관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리더십 모두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변혁

적, 거래적 리더십 행동은 부하들이 자기의 현재

직무에서 누릴 수 있는 내, 외적 욕구의 감정적

표현인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자와 부하간의 관계를 단순

한 교환 관계로 보지 않고끊임없이 관심을 가지

면서 직무에 대해 피드백 하려는 노력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등의 행동은 이로 하여금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태도에 변화를불러오게 하여 조

직에 몰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직에 강

한 애착을 형성하여 이직이 빈번한 호텔 조직에

서 이직 의도 또한감소시키게 한다는 것을알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리더십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완전,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를 생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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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호텔기업의 경우 이들 차원들에 대한 리

더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매개 역할

을 하는 리더에 대한 신뢰수준이 형성될 수 있도

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 신뢰, 조

직유효성간의 관계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

였으나, 동시에 연구의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설문 응답자의 태도와 상

황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을 피

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본 연구는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를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분석을 하

지 못했다는 점, 셋째, 본 연구의 설문에서 사용

한 측정항목에 있어서 기존의 설문 문항을 사용

한 관계로 부서별, 직급별 업무구조에 대한 호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들을

극복하여 호텔기업에 대한 리더십, 리더에 대한

신뢰, 조직유효성의 연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

루어져 호텔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한글초록

본 연구는 리더십, 조직유효성, 신뢰의 관계 분

석으로 리더에게 신뢰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시도되었다. 저자는 4가지 연구가설을 세우고 가

설증명을 위해 호텔 종사원들에게 설문지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는 리더십, 조직유효성과 호텔리

더의 신뢰에 매개 역할의 관계를 분석했다. 리더

십과 조직유효성 사이에서 신뢰는 부분매개 또는

완전 매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
결과가 미래에 호텔산업의 리더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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