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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특 호텔 직원을 상으로 윤리  리더십이 심리  주인의식과 조

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 심리  주인의식이 윤리  리더십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악

하고자 하 다. 실증조사를 해 300명의 특 호텔 직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이 검정되었다. 연구 결과, 윤리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력을 미치고 심리  주인의

식이 윤리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계에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경쟁우 를 해 

윤리  리더십의 요성과 심리  주인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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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ed to research the impact of ethical leadership on the psychological own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mployees in deluxe hotels located in Seoul. It also tried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that the employees' psychological ownership has contribu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tel firms. For the 

purpose of empirical testing, 300 respondents from deluxe hotels were surveyed and the 

hypothesis was tes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ethical 

leadership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mployees' psychological ownership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building management systems tha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thical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ownership by employees for competitive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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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경 에서 나타나는 상은 서비스산업에서 서

비스 활동이 증가되고 차 다양화, 고 화, 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다[1]. 특히,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

스라는 상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 의해 생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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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시에 고객의 참여로 소비된다. 이러한 호텔서비스

의 기본  특성으로 인해 호텔조직 운 에 따른 문제

과 응방안을 확보하기 한 다양한 마 을 실시하

고 있다. 호텔은 고객 직원의 서비스 제공 수

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1] 직원의 개인

인 문제 해결과 개선이 요하다[2]는 인식이 확 되고 

있다.  

최근 다국 기업의 경우 비윤리 인 리더의 도덕  

실패가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에게 부정 인 향을 미

치고 있으며[3] 호텔이나 일반기업에서 리더는 경 의 

효율성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업무환경에 히 응

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직목표의 효율  달성으로 기업

의 업이익과 경 성과를 최 화한다는 에서 리

더십의 요성과 그 역할을 찾을 수 있다[4]. 특히, 호텔 

고객 서비스 직원은 고객에게 직 으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으로 많은 감정노동과 유

연한 처 그리고 배려심과 같은 윤리 이고 범인류애

인 도덕심이 필요하다. 리더는 이런 인 자원이 최

한의 능력과 서비스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략

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호텔경 자가 가지고 

있는 윤리  기 은 직원의 성실함을 이끌어 내고[4]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6]. 윤리  

리더십은 직원의 비윤리  행동을 리하고[7] 직원의 

행동과 단기 을 명확히 하는 당 인 특징을 가지

고 있다[8].

호텔의 조직 리 에서 윤리  리더십에 한 연

구들[3][5]은 윤리  리더십과 정 인 조직유효성과

의 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좀 더 세부 으로 근해 

보면, 최근 윤리  리더십에 한 연구는 부분 윤리

 리더십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의 조

직유효성에 직 인 향을 미치며[5][7-10] 신뢰, 상

사의 신뢰, 정서  몰입과 같은 매개변수를 통해 조직

유효성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3][7][8]도 있었다. 

하지만 윤리  리더십에 한 연구는 호텔과 같은 서비

스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가 미비하며 심리  주인의

식과 같은 개인  태도와 연 된 연구가 거의 무하

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향 계와 변수로 그 연구범

를 확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호텔 직원들의 심리  주인의식은 조직을 

한 충성심과 특정 상에 한 확장된 자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조직유효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하지

만 기존의 연구들은 심리  주인의식의 선행요인과 결

과 요인들과의 향 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윤리  리

더십과의 인과 계에 한 연구가 거의 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리더의 윤리  

리더십은 직원의 직업윤리 기 에 결정 인 향을 미

치는데, 윤리  리더십이 심리  주인의식을 거쳐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향 계를 밝  낼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리  리더십, 심리  주인의식, 

조직몰입간의 인과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도출

1.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많은 기업들은 리더가 가진 조직문화를 만드는 향

력에 주목해 왔고[3] 직원간의 력과 그들의 공헌을 

높이기 해 많은 제도를 시행하 다[11]. 윤리  리더

십은 인 계와 개인행 를 통해 규범 으로 옳다고 

단되는 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며, 방  의사소

통, 강화 그리고 의사결정을 통해 부하직원에게도 윤리

 행동을 진시키는 것으로[9]이해 할 수 있다. 

Enderle(1989)[12]는 그의 논문에서 윤리  리더십이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 으며, 몇 가지 윤리  리더

십을 분석 이고 도구  측면에 기 한 이론을 제시하

다. 그의 연구에서 리더십은 ‘복잡한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리더의 의사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윤리  리더십

의 요특징을 3가지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어 

Hoamer(1994)[13]은 그의 연구에서 윤리  리더십을 

‘윤리  공정성에 근간을 둔 합리  의사결정과정’으로 

이해하고, 조직의 비 과 목표를 제시하는 자발  노력

으로 체계화하 다. 한 Gini(1997)[14]는 윤리  리더

십은 기업윤리의 근간이라고 주장하 으며 경 에 있

어 윤리  리더십의 다양한 의미를 철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제시하 다. Trevino et al.(2000)[15]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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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의 개발은 법 인 문제를 이고 직원몰입, 

만족 그리고 직원의 윤리  행동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

으로 간주하고, 윤리  개인과 리자의 특징을 갖는 

것이 윤리  리더의 기본소양이라고 주장하면서 윤리

 리더십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이후 후속

연구로,  Brown et al. (2005)[16]은 윤리  리더십의 이

론  개념과 척도에 해 구체 으로 제안하고, 윤리  

리더십을 ‘상사의 행동과 인 계를 통해 직원들에게 

윤리 으로 한 규범과 기 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

안하 다. 한 서로 이해하고 상호커뮤니 이션과 같

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윤리  단이 진될 수 있음

을 강조하 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다양한 

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Brown et al. (2005)이 

제시한 정의가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7]. 이후 

연구에서[17] 윤리  리더십은 ‘행동으로 표 되는 규

범  행 ’로 정의하고, 부하직원과의 상호커뮤니 이

션을 통해 강화되는 특징이 있으며 윤리  리더십은 정

직성, 신뢰성, 성실성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하

다. 

이처럼 윤리  리더십은 직원의 직무헌신행 와 직

원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지만[7] 직속상사의 윤

리  지지가 부족하다고 인지한 경우는 갈등상황에 

하게 처를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따라서 

직원의 윤리기 과 태도는 윤리  리더십을 통해 조성

되며, 직속상사의 윤리  리더십은 직원들의 윤리  기

에 유의한 향을 미치게 된다[16].  

여기에서 우리는 윤리  리더십이 직원들에게 정

인 향을 미치고 요한 요인인 것은 선행연구들의 

주장에서 추론할 수 있으나, 구체 으로 호텔에 요한 

조직유효성은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

다. 조직성과 는 조직유효성 에서 표 인 요소

로 조직몰입이 있는데[19], 조직성과로서의 조직몰입은 

각 개인이 조직의 목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의 발 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20]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

다 조직몰입은 심리  주인의식, 심리  자본과 연 성

이 깊은 개념으로 인식되며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심리 인 상태로서[21], 윤리  리

더는 정직하고 성실한 역할 모델로서 개성있는 매력과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7]고 할 수 있다.  

호텔 경 자의 윤리  리더십은 직원들의 조직몰입

에 극 인 향을 미치고[4] 직원의 조직에 한 애

착을 형성하게 하여 직원몰입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7]. 무엇보다 윤리  리더십을 경 이념으로 설정하고 

윤리  경 방식을 채택한 기업의 직원들의 조직몰입 

강도는 더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2]. 

결국, 윤리 인 리더는 직원의 조직몰입을 고무시키고 

실제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상사의 윤리  리더십은 직원의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

심리  주인의식은 기업 조직에 해 구성원이 소유

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19] 한 개인이 소유의 객체

에 해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심리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23]. 선행연구들은 부분 심리  주인의식을 

소유 상이나 그 일부를 자신의 확장된 자아, 즉 자신

의 것으로 느끼는 상태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1]. 

심리  주인의식은 유․무형의 상과 객체에 한

(공식/ 비공식  상자체) 확장된 자아로 인지하는 심

리  태도와 상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30], 심리  주인

의식이 기원은 1970년   미국의 종업원주주제도에 

기인한다[11]. 이후 Pierce et al.(1991)[24]은 직원들의 

심리  주인의식을 높이기 한 이익분배제도의 요

성을 강조하고, 이것은 업무과정  경험으로 습득되고 

강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조직몰입에 향

을 미친다고 하 다. 무엇보다 서비스라는 무형의 상품

을 제공하는 호텔의 입장에서, 서비스 직원들의 심

리  주인의식은 새로운 경 성과의 향요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25] 조직의 효과성에 향을 주어 직원

의 근속을 진할 수도 있다[26]. 여기서 주목할 은 

조직과 개인은 상호발 을 해서 필수  계에 있으

며[11] 직원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직

원과 경 자 사이의 이익에 한 갈등과 기회주의  행

동이 감소하고 조직의 효과성에 정 인 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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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6]에서 [27]재인용)는 것이다. 한 조직 구성

원이 심리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조직의 성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25] 나와 집단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20]. 

앞선 선행연구들[11][21][28]은 직원의 심리  주인의

식이 조직몰입에 매우 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형성하는 근본 인 

원인은 무엇일까? 김재 (2008)[11]은 직원의 회사주식

을 보유로 인한 직원지주제도가 심리  주인의식을 높

이고, 나아가 기업과 직원의 공동체의식이 함양됨으로

써 생산성 증 로 이어져 기업의 생존에 기여하게 된다

고 주장하 다. 조한용 등(2011)[1]은 임 워먼트, 의사

결정참여 등의 선행요인들에 의해 직원의 심리  주인

의식이 높아지고, 개인성격특성인 외향성, 친화성, 성실

성이 심리  주인의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 다. 강상묵 등(2010)[19]은 호텔 직원의 참여경

이 심리  주인의식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력이 있

음을 밝히고, 심리  주인의식이 직원 참여경 과 정서

 몰입의 계에 부분 인 매개효과가 있음을 강조하

다. 한 O’driscoll et al.(2006)[28]은 심리  주인의

식을 조직에 한 특별한 소유느낌으로 이해하고, 업무

환경과 조직몰입 사이를 심리  주인의식이 매개역할

을 한다고 주장하 다. 한 하용규& 강상묵(2011)[21]

은 심리  주인의식이 호텔직원의 심리 자본과 조직

몰입에 매개효과가 있으며, 한 최근 연구에서 직원 

지주제도와 조직몰입의 계를 매개한다고 강조하 다

[11]. 최근의 연구로 김거도&탁진국(2016)[29]은 진정

성 리더십이 건설  발언행동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서 심리  주인의식의 매개효과의 요성을 강조하

다.

앞선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종합하면 윤

리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심리  주인의식

의 매개효과에 한 선행연구는 미비하지만, 심리  주

인의식이 조직몰입과 정 인 계에 있으며 업무환

경, 리더십이 선행요인임을 감안할 때, 심리  주인의식

에 의해 매개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2: 호텔 직원의 심리  주인의식은 리더의 리더

십과 조직몰입의 계를 정(+) 으로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설들을 종합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심리적
주인의식

조직몰입
윤리적 
리더십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설계

본 연구는 2017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치한 특 호텔 12개소 직원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

하 고 286부가 회수되었고 그  불성실한 응답이 포

함된 13부를 제외한 273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 

자료의 수집은 미리 본 연구자와 설문조사에 동의하고 

방문을 허락한 호텔을 상으로 실시하 다. 방문은 바

쁘지 않은 시간을 미리 약속하 으며 연구목 을 설명

하고 설문지에 자기기입법을 통해 기입하도록 하 다. 

배포된 300부의 설문지는 방문회수하거나 우편으로 회

수하 다. 

설문구성은 윤리  리더십, 직원의 심리  주인의식, 

직원의 조직몰입, 그리고 표본의 일반  특성으로 구성

하 다. 연구의 구성요소 검증을 실시하기 에 측정도

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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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항목
재
치

고유값/
KMO

α

윤리적 
리더십

직원들 말에 귀 기울임 .834

4.638
(66.263)
/.889*

.914

직원을 최선을 다해 대우하려 함 .815

업무처리에 공정하고 균형있는 
의사결정을 함

.832

직원과 윤리적 가치에 대해 
의견교환

.844

도덕적이고 윤리적 환경 위해 
노력함

.773

서비스 평가시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요하게 간주함

.786

표 1.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윤리  리더십은 선행연구[3]의 정의를 

바탕으로 호텔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호텔 상

사가 도덕  기 을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에 용하고 

모범을 보이는 정도’ 로 정의하고자 한다. 윤리  리더

십에 한 구체 인 연구조사항목은 Brown et al.(2005)[16]이 

제시한 요인을 바탕으로 선행연구[3][31][32]에서 사용

한 7개 문항을 호텔 상황에 하게 수정하 으며, 리

커트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표문항으로 

‘나의 상사는 직원들과 호텔의 윤리와 가치에 해 의

견을 나 는 편이다’, ‘나의 상사는 고객이 만족하는 서

비스를 평가할 때 결과와 과정을 모두 요하게 생각한

다’, ‘나의 상사는 호텔 서비스에 한 의사결정을 할 때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를 고려한다’ 등이다. 

심리  주인의식은 선행연구[11][30]의 문헌에서 사

용했던 정의를 바탕으로 ‘호텔 직원이 호텔을 확장된 

자아의 일부로 혹은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심리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심리  주인의식에 한 연구조사항

목은 선행연구[1][25][29]에서 사용된 변수  타당성을 

검증한 항목을 바탕으로 5개 문항을 호텔서비스제공 

상황에 하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표문항으로 

‘나는 호텔업무가 내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호텔이 나의 호텔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

기에 호텔에 뭔가 잘못되면, 그 구에게도 맞설 수 있

다’ 등이다.  

조직몰입은 선행연구[20][21]의 정의를 바탕으로 ‘직

원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심리 인 상태로 호텔발 을 

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정의하고 지 까지 고

객지향성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다양한 척도  선행

연구[1][33]에서 제시된 항목을 바탕으로 호텔업무에 

하게 수정하고 4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표문항

으로 ‘호텔은 서비스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 하도록 나

를 고취시킨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호텔이 추구하

는 가치가 유사하다’, ‘나는 호텔의 장래와 문제에 해 

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호텔을 직장으로 선택한 

것이 매우 기쁘다’를 들 수 있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에 한 일반 인 특성을 살펴보면, 

총 표본 수 273명  남성 159명(58.2%), 여성이114명

(41.8%)로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은 30 가 133명

(48.7%), 20  114명(41.8%), 40  이상 26명(9.5%) 순

으로 많은 분포를 보 다. 학력은 학졸업 131명

(48%), 문 학 이상이 111명(40.7%), 학원 이상이 

20명(7.3%)순으로 나타났다. 호텔근무 연수는 1년 이하

가 62명(22.7%), 2년에서 3년 사이가 61명(22.3%), 4년

에서 6년 사이가 58명(21.2%), 7년에서 9년 이하가 42명

(15.4%), 10년 이상이 50명(18.3%)로 고른 분포를 보

다. 직 은 사원이 168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

임은 64명(23.4%), 과장은 33명(12.1%), 지배인이상은 8

명(2.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가설검증을 위한 예비분석

본 연구는 조작  정의를 토 로 가설검증을 한 

비분석으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각 

연구 단 의 측정항목들에 한 신뢰성을 단하기 

해 Cronbach's α값을 이용하 으며 그 기 값을 0.7이

상으로 하 으며, 요인의 내  일 성을 측정하고 요인

간 상호독립성을 확보하기 해 직교회 법에 의한 주

성분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결과 구성개념인 윤

리  리더십, 심리  주인의식, 조직몰입은 각각 단일요

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 변수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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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시 올바른 
기준을 고려함

.811

심리적 
주인의식

호텔업무는 나의 책임임 .717

2.773
(55.455)
/.801*

.791

이 호텔은 나의 호텔임 .797

호텔이 잘못되면 누구에게도 맞설 
수 있음

.775

호텔에 대한 소속감을 느낌 .788

호텔의 성공은 나의 성공임 .634

조직몰입

서비스수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고취시킴

.818

2.552
(63.795)
/.778*

.809
호텔의 가치와 나의 가치는 유사함 .859

호텔의 문제와 장래에 대해 관심 .781

호텔을 직장으로 선택한 것이 매우 
기쁨

.731

( )=% 누적분산/ * 유의확률(p)=.000
/ KMO=Kaiser-Meyer-Olkin

3. 가설의 검증 

가설은 윤리  리더십과 조직몰입 간의 계에 있어

서 심리  주인의식의 매개작용에 한 것으로, 가설 

구성개넘 간 향 계를 검정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가설1은 윤리  리더십과 직원의 조직몰입 간의 계

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 t 값이 11.335, 유의확률 p 값은 

.000으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한 F값은 144.157(p< 

.001)로 회귀선은 모델에 합하며 32.2%를 설명하고 

있다. Durbin-Watson는 1.755으로 기 값인 2에 매우 

근 하고 0 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34] 잔차들 간

에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가설2는 윤리  리더십과 직원의 조직몰입 간의 향

계에서 심리  주인의식의 매개작용에 한 것으로, 

Baron & Kenny(1986)[35]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호텔근무연수, 

직 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 윤리  리더십과 조직몰

입 간의 계에서 심리  주인의식은 1단계 회귀계수 

.640(t=13.843, p< .01), 2단계 회귀계수 .572(t=11.446, 

p< .01), 3단계 회귀계수 .320(t=5.239, p< .01)로 2단계

에서 도출된 회귀계수가 3단계 회귀계수 보다 크게 나

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윤리  리더십과 직원의 조직몰입의 

계에서 심리  주인의식은 완 한 매개작용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직원의 조직몰입

가설1 윤리적 리더십 .567(11.335)

Adj. R^2 .319

F(p)/ Durbin-Watson 128.4837(.000)/ 1.754

( )= t value

표 2. 윤리적 리더십이 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분석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정단계

Sta. β t value p R^2

윤리적 리더십/
심리적 주인의식/

조직몰입

단계1 .640 13.843 .000 .430

단계2 .572 11.446 .000 .350

단계3 .320 5.239 .000 .436

표 3. 윤리적 리더십과 직원의 조직몰입 간의 영향관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비스기업인 호텔의 윤리  리더십과 심

리  주인의식에 한 요성을 재조명하고 기본에 충

실한 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윤리  리더십이 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과 심리  주인의식의 매개효

과에 한 실증분석을 하 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 상사의 윤리  리더십은 직원의 조직몰입

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4][22]에서 제시했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

는 것은, 리더가 직원들과 올바른 윤리  가치에 한 

양방향 의견교환과정을 거쳐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

는 태도를 가질 때 직원들이 서비스수행 과정에서 최선

을 다 하도록 유도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시

사하는 바는 호텔 상사의 윤리  리더십을 높이는 노력

을 하면 직원들이 조직에 남아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더 발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한다는 에서 윤리  리

더십이 요한 경 의 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리더가 도덕 이고 윤리  업무환경을 조성

하고 서비스평가에 있어 고객만족이라는 결과 뿐 아니

라 윤리  로세스 과정을 요하게 고려하는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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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투명한 경 에 기

한 윤리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한 리더교육 로그램

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에 

한 정확한 평가와 만족스런 보상으로 윤리  리더의 자

질을 함양하고 발 시켜야 한다.  

둘째, 윤리  리더십과 직원의 조직몰입 간의 향

계에서 심리  주인의식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윤리  리더십과 조직몰입

의 계에 있어 심리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무했다는 에서 학술  가치와 실무  시사

에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심리  주

인의식을 통해 직원의 호텔에 한 몰입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호텔서

비스에서 심리  주인의식의 매개  효과는 윤리  리

더십이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주는 요인이긴 하

지만 호텔의 운명이 자신의 책임이며 호텔이 잘못되면 

구에게도 맞설 수 있다는 주인의식을 리하고 고취

하면 기회주의  행동을 감소시켜 호텔과 동일화과정

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의 심리  주인

의식을 높이기 한 서비스에 한 의사결정시 올바른 

기 을 마련하고 도덕 이고 윤리  환경을 해 노력 

하는 것이 호텔의 경쟁우 를 창출할 수 있다고 단된

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기존연구들은 윤리  리더십과 

조직몰입에 정  향 계 그리고 심리  주인의식

과 조직몰입 간의 계 심을 이루어졌던 반면, 본 연

구는 호텔을 상으로 윤리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심리  주인의식을 매개효과와 그 요성을 증

명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의 윤리  리더십을 

서비스산업으로 확 시키고 직무태도와 향 계를 

구체 으로 밝힌 이 본 논문의 학술  시사 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호텔의 직무나 조직 정서에 

한 것이라기 보다 병원, 일반기업, 공공기 에서 사

용되고 개발된 것이기에 서비스기업에 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둘째, 연구의 상을 서울지역으로 

한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다소 문제가 있

다고 단된다. 셋째, 조사 상을 직원의 에서 바라

본 것으로 다소 주 이고 편향된 인식을 조사했다는 

이다. 따라서 연구 상을 리더의 입장을 반 한 좀 

더 정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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