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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악화되고 있는 오늘날,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직원들의 자발적․헌신적인 참여와 직무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혁신적 행동에 의존하고 있다(Son, 
Yoon & Choi, 2015; Choi, 2012). 이에 따라 직원들이 자신의
사익과는 무관하게 조직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에 헌신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성과
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Zhang, 2017). 이런 상황 내에서 최근 ‘자기희생적
리더십’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희생적
리더십은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전체적인 목표를 충실하

게 수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수행에 좀더 몰입
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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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began with the expectation that work spirituality according to self - sacrificing leadership of 
a company recognized by hotel employees could positively affect superior liking and innovation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xercise of authority and the self - sacrifice 
in reward distribution are very important in the social exchange relationship. And the experience of joy 
and meaning, which is a behavior that meets the values, showed that it fulfilled the sense of 
accomplishment that the employees realized as a value, and it increased the satisfaction of pursuing the 
value of the boss and participating in and contributing to the world. Moreover, the hotel employees were 
likely to favor the bosses when they gave up or refrained from their authority or delegated to their 
subordinates, or when their bosses delayed or gave up rewards that had to be distributed to them. Also, 
self-sacrifice on the supervisor's job assignment is considered as an essential part of inducing the 
innovative behavior of the subordinates, regarded as desirable behavior or qualities.



박종철․최현정178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희생적 리더십은 직원들의 조
직에 대한, 신뢰 구축, 충성도, 역할모델 제공, 그리고 조직
의 대의를 위한 참여도와 헌신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매우

큰 시너지효과를지니는것으로확인되었다(Son et al., 2015). 
이상과 같이 직원들에게존경과 신뢰를 받아온조직 리더들

의 자기희생적 모습(직원들과 상생의 고통 등을 공유, 개인
의사익이나안전등의거부, 사적특전등을제한)들은리더
및 경영진에 대한 직원들의 긍정적인인식을 형성하게 함으

로써(De Cremer, 2006), 그동안 선행연구된 다른 리더십(변
혁적, 거래적 리더십 등)과는 다르게 조직의 직무수행에 대
한 소명과 목적, 의미, 책임, 헌신, 자기효능감 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하여 조직에 대한 영성을 불러일으키며, 
직원의 소신과감성 및감정적으로 내재된 직장영성은 불완

전한 조직에 대한 환경 적응력을 높이고, 상사에 대한 호감
도를 증진시켜직무수행에서는 새로운발상과 변화 및 개선

으로 조직을 위한 혁신행동 및 높은 성과 등을 나타내는 주

요 요인으로 자기희생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Zhang, 2017). 

뿐만 아니라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직면할수록 직원들은

기업의 리더가 본인을 희생하여 솔선수범해 주기를 기대하

며(De Cremer, Mayter, Van Dijke, & Schouten, 2009), 조직의
발전과 생존을위한 탁월한 자기희생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바란다(Chae, 2007; Zhang, 2017). 따라서 기업의 솔선
수범적인 자기희생적 행동은 직원들로 하여금 성과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불확실성
이 높은 조직의 환경 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

기신념을 심어주기도 한다(Halverson, Holladay, Kazama & 
Quinonnes, 2004).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들은 리더의 자기희
생적 행동이 직원들이 취하게 될 행동과 태도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자기희생적리더십에관한조직관리효과가대

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조직에 자기희생적 리더십
을 적용하고 관찰한 연구가 아직까지 미미한바, 본 연구는
호텔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희생적 리더십에 따른 조직

운영의 유의성을 관찰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희생적 리더십이 직원들의 직장영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즉, 리더의 자기희생적 리더십의 어떤 측
면이 직원들로하여금 직장영성을 가져 오도록하는지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둘째, 자기희생적 리더십
이 직원들의 상사호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밝

혀 보고자 한다. 리더의 자기희생 행동 자체가 주는 리더의
본보기 및 감동은 무엇보다도 리더십에 대한 직원들의 긍정

적 정서반응인 상사호감과 리더 인정 및 자발적 참여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ng, Law & Chen,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기희생적 리더십이 상사호
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기업의 조직

에서 리더십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것이다. 셋째, 리더의자기희생적 리더십은직원들에게
전이되어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감을 지각하게 하여 호혜적

으로 혁신행동의지를 나타내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

자 한다. 넷째, 직장영성이 직원들의 상사호감에 미치는 영
향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직무수행 중 소명의 체험인 내
면성, 불가능에 도전하고 싶은 용기인 초월성, 팀원들 사이
의 일체감인 연계성 등의 영적동기 부여는 상사에 대한 호

감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Choi, 2014). 이러한
관점에서볼 때 직장영성이 상사호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기업의 조직에서 직장영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직장영성
이 직원들의 혁신행동에 미치는영향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

다. 직장영성의 초월성, 연결성, 내면성과 같은 속성은 직원
들로 하여금 합리적 기대를 넘어서는 혁신성과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행동을 지향하게 할 것이다(Choi, 
2014). 

2. 이론적 배경

2.1. 자기희생적 리더십 

자기희생적리더십(self-sacrificial leadership)은기업의조직
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업무영역을 넘는 희생

적인 업무행동, 직책․직위로부터 오는 권한이나 특권의 사
용을 삼가거나 포기하는 행동, 자신에게 부여된 각종 보상
에 대한 수혜의 유예 또는 포기 등이 자기희생적 리더십이

다(Choi, 2014; Zhang, 2017). 조직은 끊임없는 환경변화로 인
하여 공식적인 제도, 규정이나 규범 등의 조직만으로는 조
직의 설계상태가 완전치 못한 불완전성을 갖게 되며(Kim et 
al.,  2012), 이 불완전한부분은리더십과 직원들의자발적․
자의적인흡수행동의구현으로써극복해나갈수있다(Zhang, 
2017). 이는 조직설계가 불완전한 상황 하에서는 리더의 자
기희생적 행동이 필연적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 속에서 직원들이 불안감과 어려움, 위기의식을 느끼거
나, 조직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려는 행동을 기피하고자 할
때, 리더가 행하는 자기희생적 리더십은 직원들에게 불확실
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주게 된다(Choi, 
2014; Zhang, 2017). 조직에서 이와 같은 자기희생적 리더십
은 리더에 대한 무한신뢰와 정통성을 인식하게 하고, 상호
협력적 행동의지를 고취시키며, 비전과 사명감의 가치를 위
한 역할모델로 자신의 리더를 매우 호감도 있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 et al., 2015; Zhang, 2017). 그 결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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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두려움과어려움및걱정을효율적으로극복하고, 자
발적 참여와 헌신을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나

타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Choi, 2014).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기업의 조직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업무분장을 넘는 희생적인 업무행동, 직책․직위로부터 오
는 권한이나 특권의 사용을 삼가거나 포기하는 행동, 자신
에게 부여된 각종 보상에 대한 수혜의 유예 또는 포기 등이

자기희생적 리더십으로 정의하고, 업무분장, 권한행사, 보상
분배상 자기희생의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2.2. 직장영성

직장영성(workplace spirituality)은 조직 내 직원들이 직무
를 수행하거나 다른 직원들과의 교류하는 과정에서 동질성

을 중시하고, 초월성과 내면적 세계를 추구하는 마음상태로
정의하였다(Yu, Seo, & Kim, 2010). 영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유한성과 가변성을 지각하는 동시에 자기 밖의세계에서 불

변하고 영존하며 완전한 존재를 추구하는 본성이다(Choi, 
2014; Fry, Vitucci, & Cedillo, 2005). Fry(2003)는 영성은 종교
적 관계자들을대상으로한 연구에서원론적으로 비 물질성

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영성의 개념을 조사한 후
공통적인 요인들로 몇 가지 예로 들어 나타내었는데, 개인
적인 믿음체계, 개인적 의미, 삶의 본질적목적의근원, 인간
보다 지적으로 우월한 절대자들에게 대한 내적 확신, 다른
존재와 구별시키는 인간자아의 본질 등의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Choi(2014)는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영성을 직장영성(workplace spirituality)과 생활영성(life 
spirituality)으로 구분하였다. 직장영성은 직무수행과정을 통
해 얻는 소명/의미 등과 같은 체험의 현상이고, 반면 개인적
삶의 과정에서 진지한 신앙생활, 명상훈련 등과 같은 삶의
의미와 소명 등의 추구는 생활영성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영성은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생활영성
을 높게 지각하면 직장내에서의 영적인 감수성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직장영성의 정도는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그동안 종교적측면과 관련한 연구에

서 다루어져왔던 내용을 토대로 조직 내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원(상사, 동료 부하)들과의 교류하는 과정에
서 동질성을 중시하고, 초월성과 내면적 세계를 추구하는
마음상태로 정의한다.

2.3. 상사호감

상사호감(likeability supervisor)은 심리학적 측면으로 인간
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개인적 태도이고 상사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나 매력에 대한 반응으로써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갖거나 좋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Wayne 

& Ferris, 1990; Zhang, 2017). Lee(2011)는 자신에게 보상을
하거나 보살펴주는 상사 및 윗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상사호감이란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기쁨과 같은 정서적 보상, 인정과 적극지지, 칭
찬과 같은 사회적 보상 등도 중요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상이 즉각적일수록 보상의 의미를 크고 중
요하게 생각하며 보상이 후할수록 상사에 대한 호감도는 증

가한다(Choi & Kim, 2006). 상사의 아낌없는 협조 및 적극적
인 지원은 상사와 직원 간 상호작용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Lee, 2011). 따라서 상사
에 대해 좋게 느끼는 감정인 상사호감은 조직이 처한 불확

실한 환경 및 새로운 조직설계 등과 같은 상황 하에서 자발

적․실제적으로 행동하거나 긍정적으로 수긍하는 태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Choi, 2007; 
Zhang,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도 상사호감은 상사가 가지
고 있는카리스마나 매력에 대한 반응으로써상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갖거나 좋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4. 혁신행동

혁신행동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조직과 자신의 과업

의 성과향상에 기여할수 있는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존과는

다르게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도입 및 확보하여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Maria Stock, Jong & Zacha-
rias, 2017; Shanker et al., 2017). Shanker, Bhanugopan과 Van 
Der Heijden(2017)은 혁신행동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개선
의 아이디어를 창안하여 새로운 제조공정을 개발하며, 아이
디어 실행을 위한 적절한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고, 존재가
치의스케줄을실행하는과정으로써직원스스로기존업무를

개선하고변화를추구하는성향을의미한다고하였다(Hwang 
2015). 또한 혁신적인 행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원일수록 창
의성이 높거나 지능이 높고, 독립심, 자신감, 인내심이 높으
며, 자기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적 능력 등의
보유는 문제점 해결 및 발견과관련하여 직원들의 혁신행동

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Maria Stock et al., 2017; 
Shanker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혁신행동은 급변
하는 경영환경에서 조직과 자신의 과업의 성과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기존과는 다르게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도입 및 확보하여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호텔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자기희생적 리더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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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른 직원의 직장영성이 상사호감 및 혁신행동에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Fig. 1)하고 이
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

고자 하였다.

3.2. 연구가설

3.2.1.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직장영성과의 관계 

Gary(2007) 및 Marko와 Klenke(2005)는 자기희생적 리더
십과 직원들의 개인적 삶의 의미, 직업소명감과 조직몰입과
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결과에서 자기희생적 리더십은 리더

의 정통성과 카리스마를 높게 지각하게 하고,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과 같은 직무태도를 증진시키며, 자발적․자의적
인 추가노력을기반으로한 직무행동및 조직시민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 증대 그리고 성과향상 등과
같은집단효과성변수인직장영성에긍정적인효과및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검증하여 밝혔다(Moore & Casper, 2006).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주장 및실증연구결과에 기초

하여 자기희생적 리더십이 직장영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호텔기업의 자기희생적 리더십은 직장영성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상사호감과의 관계 

Wang et al.(2005)은 상사의 자기희생적 리더십은 직원들
로 하여금 바람직한 또는 좋은 상사라는 긍정적 인식을 심

어주게 되는데(Lee, Gillespie, Mann, & Wearing, 2010; Zhang, 
2017), 자기희생 행동은 리더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조
직과 직원들의 이익에 관심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인지

하게 함으로써 상사가 공정하며, 믿을 만하며, 호감 가는 상
사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1; Zhang, 2017).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호텔기업의 자기희생적 리더십은 상사호감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혁신행동과의 관계 

Whiting, Podsakoff와 Pierce(2008)는 상사가 직원들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거나, 
책임소재가 모호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보상을 양보
하는 등의 자기희생적리더십의발휘는 조직의 신념으로 인

식되어진다. 이는 직원들의 높은 과업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유발시킨다

(Kim et al., 2012; Son et al., 2015; Burton, Sablynski & Se-
kiguchi, 2008; Kamdar & Van Dyne, 2007).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호텔기업의 자기희생적 리더십은 혁신행동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직장영성과 상사호감과의 관계

Yu et al.(2010)은 자기희생적 리더십에 따른 직원들의 마
음속에 유발된 직장영성은 상사의 존재와 언행, 리더십에
영향을 받아 직장 내에서의 내면성, 초월성 및 사회적 교환
관계 연계성을 바탕으로 상사호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Son et al., 2015; Choi, 2014; Wang et al., 2005; Zhang, 2017).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호감을 가지는 상사가 원하는 것, 가
치 수준의 향상 및 상사지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전력
을 쏟아붓는다(Son et al., 2015; Zhang, 2017). 따라서 직장영
성은 상사들이 일반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직무수행성과

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희생적인 상사를 더욱
좋으며, 효과적이고 모범적인 상사로 평가하게 된다(Son et 
al., 2015; Choi, 2014; Zhang, 2017).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4> 직장영성은 상사호감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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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직장영성과 혁신행동과의 관계 

직원들이 개인자신의 초월적 의미추구와 직업소명감을

높게 인지하게 되는 경우, 공유 및 존재가치가 구축되며, 의
미가 상호 공유되며, 목표 및 비전이 명확히 정립되고, 임파
워먼트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변혁적이고 혁신적인 행동

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혔다(Choi, 2014; e.g., Gary, 
2007; Moore & Casper, 2006; Yu et al., 2010).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5> 직장영성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의 구성

자기희생적 리더십(self-sacrificial leadership)은 기업으로
부터 부여된 자신의 업무영역을 넘는 희생적인 업무행동으

로 권한이나 특권의 사용을 삼가고, 자신에게 부여된 각종
보상에 대한 수혜의 유예 또는 포기 등이 자기희생적 리더

십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희생적 리더십을 측정
하기 위해 Moore와 Casper(2006) 및 Yu 등(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업무분장(4문항), 권한행사(4문항), 보상분배(4문
항)의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직장영성은 호텔기업의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상사, 동료 부하들과의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호연계성과 초
월성을 바탕으로 동질적인 내면적 세계를 추구하는 마음상

태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Choi(2014), Yu 등(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는 내일을 중
요하게여긴다’ 등의 4개 측정 항목으로측정하였다. 상사호
감은 상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써

자발적인 행동과 태도를 나타내거나 좋아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본 연구에서는 Choi(2007), Zhang(2017)의 연구를 바탕
으로 4문항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혁신행동
은 기업의 조직 또는 자신의 과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도입, 확보, 적용하는 업
무관련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Maria Stock 등
(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5문항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
다. 상기의 연구변수는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3.4. 조사설계

조사는 2016년 9월 1일～9월 30일에 서울시내 특급호텔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방
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samplingerror method)의 하
나인 편의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다. 특히 설문조사에 동의한 사람들에게는 설문

목적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설문지를 배
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400부를 배부하여 375부를 회
수하였다. 이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연구목적에 부
합하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36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
다. 통계분석은 SPSS 12.0과 AMOS 6.0의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적특성을파악하기위해빈도분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AMOS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4.2.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

자기희생적 리더십 차원에적재된 항목들과 직장영성, 상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lassi-
fication Division Frequency

(Person)
Ration

(%)

Gender
Male 196 54.0

Female 167 46.0

Martial 
status

Married 203 55.9

Unmarried 160 44.1

Education 

Under college grad 137 37.7

University grad 146 40.2

Graduate higher  80 22.1

Monthly
Income

Under 2 million won  97 26.7

Between 2.01 to 2.49 million won 138 38.0

Between 2.5～2.99 million won  69 19.0

Over 3.0 million won  59 16.3

Position

Entry level  99 27.3

Supervisor 142 39.1

Assistant manager  51 14.0

Manager  42 11.6

Section chief  29  8.0

Post

F&B 181 49.9

Room division 109 30.0

Sales marketing  39 10.7

Management  3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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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호감, 혁신행동의각연구단위에있어측정척도의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에
대한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결과 Ta-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lassification Loadage Standard 
deviation

t 
value

Standard 
loadage CR AVE

Factor 1 : Division of labor

My boss walks out when the staff feels difficult or avoids it. 1.000 0.838

.891 .672
My supervisor takes charge of any work that the employees can not afford. 1.045 0.041 25.685 0.855

My boss is going to be himself when the team (or department) takes responsibility. 1.044 0.056 18.559 0.876

My boss is willing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work within the team (or department). 0.807 0.057 14.237 0.701

Factor 2 : Exercise of power

My supervisor refrains or restrains the use of authority for oneself if necessary 
for their staff. 1.000 0.757

.896 .684
My supervisor does not assign his or her position (or rank) or position when 
dealing with employees. 1.262 0.076 16.570 0.868

My supervisor does not require employees to be treated as senior. 1.182 0.076 15.549 0.821

My boss does not regard the face of a boss as important to his employees. 1.277 0.078 16.385 0.859

Factor 3 : Distribution of rewards

My supervisor puts employees ahead of me when there is executive praise, 
recognition, or compensation for the performance of the team (or department). 1.000 0.722

.840 .568
My supervisor gives the staff the benefit of the team (or department)'s performance. 1.086 0.066 16.486 0.802

My boss strives to reveal the merits of his employees rather than himself. 0.992 0.079 12.619 0.734

My supervisor says that it was possible to perform successfully because there 
were employees. 1.122 0.087 12.935 0.755

Factor 4 : Workplace spirituality

I feel my work very important. 1.000 0.829

.872 .631
What I do can contribute to the company. 1.042 0.053 19.738 0.811

What I do gives me meaning. 1.018 0.058 17.602 0.834

I do my best in my work. 0.811 0.059 13.681 0.696

Factor 5 : Likeability supervisor

Working with my boss is a pleasure. 1.000 0.779

.832 .555
I like my boss. 0.905 0.058 15.513 0.732

I do well with my boss. 0.854 0.064 13.354 0.674

My boss is a good person. 0.947 0.068 13.880 0.790

Factor 6 : Innovation behavior

I can envision creative ideas. 1.000 0.694

.831 .555
I have new business processes, techniques, technologies, products and related ideas. 0.947 0.059 15.990 0.653

I can create new ideas to plan an appropriate work schedule. 1.235 0.095 13.006 0.793

I recommend ideas to others. 1.160 0.089 12.990 0.827

Fit index: χ2=183.020, df=189(0.968), p=0.000, GFI=0.956, AGFI=0.930, NFI=0.971, CFI=0.988, RMSEA=0.026, RMR=0.023

ble 2에서보는바와같이, χ2=183.020, df=189(0.968), p=0.000, 
GFI=0.956, AGFI=0.930, NFI=0.971, CFI=0.988, RMSEA=0.026, 
RMR=0.023으로 나타나 분석에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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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측정모형분석을통해나타난요인부하량, AVE 
그리고 CR 수치를 통해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직장영성, 상
사호감, 혁신행동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의 판별타당성과 수
렴타당성 그리고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Hair et al. 
2006).

4.3. 상관관계분석

판별타당성을검증하기위하여 Table 3에서제시되어있는
것처럼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가설관계에 관한변수들에 대

하여두변수각각의 AVE(평균분산추출값)와그두변수간의
상관관계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Fornell & Larcker, 
1981; Choi, 2011), 비교가 되는 AVE가 모두 상관관계계수의
제곱(결정계수)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척도의 판별타
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증되었다. 

4.4.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일반적으로 GFI, AGFI, NFI, CFI는 0.9 이상, RMR은 0.05이
하, RMSEA는 0.1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
(Hair et al. 2006). 논문에서제기한연구모형의전반적인모형
적합도지수는χ2=206.650, df=200(1.033), p=0.000, GFI=0.950, 
AGFI=0.925, NFI=0.968, CFI=0.999, RMSEA=0.026, RMR= 0.028
로 나타나 적합도에는 대체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가설검증결과

4.5.1.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직장영성과의 관계검증

자기희생적리더십과직장영성 간의 관계를검증해본결

과, 자기희생적 리더십(업무분장, 권한행사, 보상분배)과 직
장영성 간의 경로계수가 1.037(t=8.102), 1.100(t=8.088), 0.990 

Table 3. Correlation matrix 

Components 1 2 3 4 5 6

1. Division of labor 1

2. Exercise of power .296**(.088) 1

3. Distribution of rewards .325**(.106) .401**(.161) 1

4. Workplace spirituality .246**(.061) .324**(.105) .522**(.272) 1

5. Likeability supervisor .262**(.069) .285**(.081) .484**(.234) .506**(.256) 1

6. Innovation behavior .236**(.056) .366**(.134) .533**(.284 .550**(.303) .544**(.296) 1

Mean 4.160 4.422 4.946 4.821 4.426 4.324

Standard deviation 1.176 1.073 1.224 1.154 1.123 1.022

** p<0.01, (   )  Correlation coefficient2.

(t=8.048)로나타나업무분장, 권한행사, 보상분배상자기희생
이 높을수록 직장영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4.5.2.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상사호감과의 관계검증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상사호감간의관계를검증해본 결

과, 자기희생적 리더십(권한행사, 보상분배)과 직장영성 간
의 경로계수가 1.179(t=8.131), 1.406(t=8.626)으로 나타나 권
한행사, 보상분배상 자기희생이 높을수록 상사호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업무분장과 상사호감간
의 경로계수가 0.053(t=0.812)으로 나타나 업무분장상 자기
희생과 상사호감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4.5.3.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혁신행동과의 관계검증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혁신행동간의관계를검증해본 결

과, 자기희생적 리더십(업무분장, 권한행사, 보상분배)과 혁
신행동간의경로계수가 1.548(t=10.184), 0.577(t=5.713), 1.008 
(t=6.109)로나타나업무분장, 권한행사, 보상분배상자기희생
이 높을수록 혁신행동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4.5.4. 직장영성과 상사호감과의 관계검증 

직장영성과 상사호감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직장
영성과 상사호감 간의 경로계수가 1.189(t=8.616)로 나타나
직장영성과 상사호감과는 양(+)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4.5.5. 직장영성과 혁신행동과의 관계검증 

직장영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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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sting hypothesis and path coefficient

Hypo-
thesis Path Path coefficient Path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t
value

p
value A or R

H1 Self-sacrificial leadership →
Workplace spirituality

Division of labor→
Workplace spirituality 1.037 0.128 8.102 0.000 Adopt

Exercise of power→
Workplace spirituality 1.100 0.136 8.088 0.000 Adopt

Distribution of rewards→
Workplace spirituality 0.990 0.123 8.048 0.000 Adopt

H2 Self-sacrificial leadership →
Likeability supervisor

Division of labor→
Likeability supervisor 0.053 0.065 0.812 0.274 Reject

Exercise of power→
Likeability supervisor 1.179 0.145 8.131 0.000 Adopt

Distribution of rewards→
Likeability supervisor 1.406 0.163 8.626 0.000 Adopt

H3 Self-sacrificial leadership →
Innovation behavior

Division of labor→
Innovation behavior 1.548 0.152 10.184 0.001 Adopt

Exercise of power→
Innovation behavior 0.577 0.101 5.713 0.001 Adopt

Distribution of rewards→
Innovation behavior 1.008 0.165 6.109 0.001 Adopt

H4 Workplace spirituality→
Likeability supervisor

Workplace spirituality→
likeability supervisor 1.189 0.138 8.616 0.000 Adopt

H5 Workplace spirituality→
Innovation behavior

Workplace spirituality→
innovation behavior 1.169 0.128  9.132 0.000 Adopt

* p<0.05,  ** p<0.01.

영성과 혁신행동 간의 경로계수가 1.169(t=9.132)로 나타나
직장영성과 혁신행동과는 양(+)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5. 결론 및 토의

5.1. 이론적 시사점

최근 들어 호텔종사원의 직장영성이 호텔기업의 관심의

중심에 있다. 본 연구는 호텔종사원이 인식하는 기업의 자
기희생적 리더십에 따른 직장영성이 상사호감, 혁신행동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수있을거라는기대에서시작되었다. 
또한 호텔기업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자기희생적 리더

십은 종사원의 직장영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

정 하에, 서울시내 특급호텔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실증분석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기희생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업무분장, 권한행사, 보상

분배상 자기희생의 3가지 요소로 차원화 되었다. 즉, 호텔기
업의 조직 내 직원들은 사회적교환관계에서상사들의업무

분장, 권한행사, 보상분배상 자기희생 요소의 3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희생적 리더
십의 구성요소에 따른 직원들의 직장영성 지각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자기희생적 리더십(업무분
장, 권한행사, 보상분배상 자기희생)의 요인의 지각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장영성의 지각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Gary(2007), Markow와 Klenke(2005), Moore와
Casper(2006), Yu 등(2010)의 기존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
다. 호텔직원들은 글로벌 경쟁구도 속에서 상사의 탁월한
비전, 위험감수 및 희생, 효과적 의사소통 방식 등의 탁월하
고 현저한 자기희생적 리더십 행동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의 원천인 봉사, 인내, 온유, 겸손, 희생 등의 가치를 직원들
에게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
인 기쁨과 의미의 체험은 직원들의 가치를 실현하였다는 성

취감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의 가치추구와
세계에 참여하고 일조했다는 충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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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셋째, 자기희생적리더십의 구성요소에따른직원들의
상사호감 지각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자기희생적 리더십(권한행사, 보상분배상 자기희생)의 요인
의 지각 정도가 높으면높을수록 직장영성의 지각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on 등(2015), Lee 등(2010), Zhang 
(201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다. 호텔직원들은 상사가 지
니고 있는 권한을 포기하거나 자제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위

임할 때, 또는 상사가 자기에게 배분되어야할 보상 등을 미
루거나 포기하여 직원들에게 돌리는 경우 상사에 대한 호감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원들은 업무분장 상의
자기희생은 상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나 업무분장 상의 자기희생적 리더십은 상사호감과 유의적

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희생적 리
더십의 구성요소에 따른 직원들의 혁신행동에는 어떠한 관

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자기희생적 리더십(업무분장, 
권한행사, 보상분배상 자기희생)의 요인의 지각 정도가 높
으면 높을수록 혁신행동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2012), Son 등(2015), Schanock와 Eisenberger(200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다. 호텔직원들은 호텔 내 조직의 불
완전성의 시스템 하에서 상사의 업무분장 상의 자기희생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 또는 자질로 간주하여

부하들의 혁신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내 상사가 사용할 수 있
는 권한과 자원 등을 포기하거나 자제하는 경우, 이런 권한
과 자원 등은임파워먼트 등으로 직원들에게 위임되어 혁신

행동을 유발하게 하며, 또한 상사가 기업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할 보상을 포기하거나 자제하는 경우, 이 보상이 직
원에게 넘어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보상 및 분

배 등은 고객접점에서 우수한 직무수행을 보이는 혁신행동

을 유발시키는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장영성과 상사호
감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직장영
성과 상사호감 간에 유의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Son 등(2015), Choi(2014), Zhang(2017)이 연구
한 결과에서처럼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다. 호텔직원
들은 직무수행활동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직원

으로써 호텔기업의 직장영성을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조

직 내 상사의 서비스 제공활동 및 관리능력이 우수할 것으

로 신뢰하며, 상사에 대해 호감을 갖고 호의적이고 긍정적
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의 업무량 및
비중을 제고할 때 자발적으로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째, 직장영성과 혁신행동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직장영성과 혁신행동 간에 유의적인 인과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on 등(2015), Choi(2014), 
Moore와 Casper(2006)가 연구한 결과에서처럼 기존 연구들
을 지지하는 결과다.

5.2. 실무적인 시사점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호텔관리자들은 직원들의 니즈

(Needs, Wants, Demands, Desire)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
서 집단차원에서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증대시키며, 조직차
원에서 조직의 환경적응성증대, 조직성과 향상, 개인차원에
서의 조직몰입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의 수립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진정성과 공정성적 자기희생
적 리더십 행동을 바탕으로 기업의 비전제시가 필요하고, 
조직 내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상사의 정통성과 카리스

마를 강하게 인식하게 하고, 직무몰입, 조직몰입과 같은 직
무태도를 강화시키며, 성과향상과 생산성 증대와 같은 집단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직원의 특성과 기
업의직장영성활동을향상시킬수있는맞춤형교육훈련프

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상사호감
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상사의 광범위의 자기희생이 바탕이

되는 권한행사 상의 자기희생 및 보상분배상의 자기희생 부

분이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호텔직원이
상사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사의권한

행사 상의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보상분배상의 자기희생적

리더십이발휘될 수 있는 전사적 차원에서의지원과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사의 솔선수범(신념과
가치추구)하는 자기희생적 리더십을 조직이 중요시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예, 포상 및 분배) 직원들의
역할 모델의 준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긍정적인역할모델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그 영향력

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점 또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직
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직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직

장영성의 의미와 소명감 인식으로 인한 상사호감의 증대가

이루어질 때 자신의 업무와 부가하여 상사를 도우는 것을

성과향상의 좋은 기회로 발판삼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전략, 비전, 성장가능성과 경쟁력 등을 올바르게 제
시하여 신뢰의 구축과 교육개발 및 정책 등의 노력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해 조직의 혁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입각하여직원들이직무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의 신뢰성, 정직성, 공정성, 정
당성 등과 연관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업이제공하는서비

스, 제품 및 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노력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기업이 서비스를 개선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고객들의 편익을 제공하며, 수익 극대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 활동의 성과를 새로운 신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혁신행동 활동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원들의 인식 및 태도를 향상시키는 전
사적차원의후원및지원, 교육정책, 마케팅홍보등의노력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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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직장영성, 상사
호감, 혁신행동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희생적 리더십의 지지를 실시하는 주체

가 호텔기업의 직원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최근에 조직유효성평가 변수
로서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소명감 등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아 추후 연구에서는 포
함되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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