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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관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년

임 소 현

이 연구의 목적은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및 경력동기
와의 관계를 구명하고, 그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
무만족의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
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셋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그리고 경
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사도구는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와 직무만족,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으
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모든 도구는 원 도구를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와 예비조
사를 통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15일부터 2016년 5월 15일까지 우편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42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404부가 회수되어 96.2%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404부 중에서 응답자가 이 연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종사자의 사례, 중복으로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중다회귀분석 과정
에서 이상치로 판단된 사례를 추가로 제외하고 33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83.2%의 
유효응답률을 보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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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가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중다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
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수준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
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에 따른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
고, 연령, 부서, 직급, 급여, 현재 호텔 재직기간과 총 호텔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 마케팅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경
력동기는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내부 마케팅
과 경력동기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
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직무만족
은 내부 마케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하여 부분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력
동기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는 매개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직의도의 수준이 보
통 이상으로 나타나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은 다른 산업으로 혹은 다른 호텔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직의도 수준은 연령, 부서, 직급, 급여, 
현재 호텔 재직기간, 총 호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특급 호텔 고객접
점 종사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 마케
팅과 같은 조직수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셋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의 경력동
기는 직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성립하고 조직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경력 목표를 
수립하는 것으로 직무 그 자체와 직무 환경에 있어서 긍정적인 만족감을 준다. 하지만 호
텔 산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접점 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는 훈련이 호텔 
종사자에게 비교적 익숙하고, 각각의 직무가 부서별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급 호
텔 고객접점 종사자는 어느 호텔이든 용이하게 이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관계에서 부분 매개한다는 측면에서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직의도
의 구인에 대한 지속적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대상
과 산업 특성상 이들의 감정적 차원을 고려하고 이러한 점이 향후 연구에서는 보완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호텔 운영 측면에 해당하는 Back of House 직원들의 이
직의도에는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내부 마케팅, 경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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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그리고 직무만족의 관계는 어떠한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개인의 경
력을 계획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경력동기와 조직에서 제공하고 시행하는 내부 마케팅 전
략에 대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이 아닌 직장만족 혹은 조직만족을 측정하여 내부 마케팅 
전략에서 간과하고 있는 호텔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지 이직의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하여 조직은 이들의 니즈를 
파악한 내부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는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와 프로틴 경력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개발 활동, 경력 달성을 위해 본인 
스스로 지식, 기술, 태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경력개발 활동이 필
요하다. 또한 조직은 조직성과의 향상과 더불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조직
차원에서 경력관리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주요어: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직무만족,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
학  번: 2014-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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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호텔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서비스 산업으로(Wildes, 2008), 다른 산업보다 인
적자원서비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김홍범·김재환·임지영, 2010; 유경민·박정하, 2007; 조선배·김석영·
변정우, 2010).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산업별 전체 이
직률이 4.7%로 나타났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이직률은 8.1%로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국가통계포털, 2016), 이는 전통적으로 호텔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은 이직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김성민, 2007; Carbery, 2003). 미국의 경우, 이
직하는 종사자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 한 종사자의 1년 정규 수입의 50%에 달한다는 추
계가 있을 정도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 2013년 관광숙박업 연간 신규 인력채용 및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호텔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7,722명 새로 채용한 반면에 6,659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이직자의 수보다 많은 수의 사람을 채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직하는 종사자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직률의 경우 2000년도 
전체산업의 연평균 이직률이 31.9%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직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 2001). 2012년 관광사업체 업종별 이직자 수 현황에 따르면, 일곱 가
지 업종 중 관광숙박업이 전체 이직자 수의 40.7%에 해당하는 15,249명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 비하여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특히 호텔 산업
에서는 종사자와 고객 간의 접촉이 어느 서비스 산업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밀도
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다(조민호, 1999).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호텔 종사자의 이직 증가는 신규 인력의 교육·훈련비의 증
가를 초래하고 이직으로 인한 다양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경제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전체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즉, 이직에 의해 
유능한 종사자가 조직을 이탈하게 되면 조직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어렵게 
되고, 새로운 인력의 모집, 선발, 훈련에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게 된다. 또한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호텔 산업의 경우, 이직률이 증가하면 이직한 인력에 투자했던 비용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인재확보 경쟁에서 나타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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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부담이 가중되는 등 조직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이직의 결과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높은 이직률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높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조직유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또한 이
직으로 인해 이직자의 동료, 상사 등 잔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직무태도를 형성하
도록 만든다. 이들을 보고 조직에 계속 잔류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검토하게 된다. 
이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들의 현재 위치를 재평가 하도록 만들며, 결과적
으로 보다 매력적인 직무를 탐색하도록 하는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2007)의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의 이직사유가 경력개발(35.8%), 
연봉(21.1%), 상대적인 낮은 평가(20.2%), 상사 혹은 동료와의 불화(11.5%) 등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나 조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력
과 관련된 행동과 심리적 요인 즉, 경력동기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경력동기는 개인의 학습이 중요시 되는 조직 환경에 필수적인 동기 요소로써 자신의 
경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데(Noe, Noe, 
& Bachhuber, 1990), 이는 어려운 사건으로부터 정서를 통제하는 힘을 길러주며, 성취감
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빈번하게 
겪는 호텔 종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일 년 내내 쉬지 않고 고객을 맞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의 근로자와는 근무 특성에
서 차이가 있다. 물론 호텔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호텔 종사자의 만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호텔은 내부 마케팅을 통해 호텔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고
객만족과 종사자 개인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김홍범, 1998). 직업
적응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및 능력만으로는 직무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및 자신의 능력과 직업 환경의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
소 개인과 조직의 직무만족이 이루어져 조직에 잔류하게 되어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산업과 구별 되는 환경에서 탄생한 서비스 산업의 배경이 호
텔 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만족에 초점을 두는 교육·훈련, 내부 커뮤니케이션, 경영층 
지원, 권한위임, 보상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내부 마케팅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서비스 산업
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문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종사자를 모두 잘 관리해야 
한다.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외부 마케팅 혹은 관계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내부 마케팅이라고 한다(이병열, 2011). 특히 호텔 산업
에서는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행위가 곧 조직의 성과와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데,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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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부 고객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들의 요구 사항을 내부 마케팅 전략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호텔 산업은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인적 서비스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 종사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며,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더욱 중요
시되고 있다.

모든 산업에서 인적자원은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조직은 유능한 
조직 구성원을 끌어들이고 계속 머물러 있게 하며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대표적인 산업인 호텔 산업
을 대상으로 이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졌으며, 현재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직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면 종사자가 느끼는 직무만족이 이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낮은 직무만족도로 야기되는 기존 고급인력의 유출이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호텔 
산업에서 종사자가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자주 바뀐다면 고객 서비스 품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호텔 산업에서는 내부 마케팅을 통해 종사자의 직무만족
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관리 목표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마케팅, 경력
동기 및 직무만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한다. 또한 내부마케팅과 경력동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실제 호텔 산업에서 효율적인 호텔 종사자 유지를 위한 내부 마케팅 전략 수립과 특급 호
텔 고객접점 종사자가 개인의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동기 유발, 그리고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직무만족 및 이직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그리고 경력동
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
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관계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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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그리고 경력동기의 관계
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의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수준은 어떠하며, 이직의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1.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수준은 어떠한가?

1-2.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  
만족의 관계는 어떠한가?

2-1.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의 관계는  
어떠한가?

2-2.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의 관계는  
어떠한가?

2-3.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그리고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3-1.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3-2.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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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

이 연구에서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특1,2급에 
해당하는 호텔에서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부서에 종사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 및 투숙
하는 고객을 위해 고객과의 접점 시 고객이 상품을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급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나. 이직의도

이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앞으로 실제 이직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상태이
며, 현재의 조직 혹은 다른 산업으로 떠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생각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obley(1982)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서비스 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조승균(2011)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내부 마케팅

이 연구에서 내부 마케팅은 호텔의 내부 고객인 종사자에게 교육·훈련, 내부 커뮤니케
이션, 경영층 지원, 권한위임, 보상 시스템의 다양한 전략적 활동을 제공하여 고객과의 접
점 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불어 호텔 산업 종사자의 만족을 촉진하는 활동으로 정
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내부 마케팅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성 요인 가운데 공통
적으로 강조한 교육·훈련, 내부 커뮤니케이션, 경영층 지원, 권한위임, 보상 시스템을 포
함한다. 교육·훈련은 Harrell & Fors(1995)과 Lukas et al(1996)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
으로,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Clampitt and Downs(1993)가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경영
층 지원은 Harrell & Fors(1995)과 Jaworski & Kohli(1993)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권한위임은 Forman & Money(1996), Hartline & Ferrell(1996), Hartline et al.(2000)
과 Rafiq & Ahmed(2000)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보상시스템은 
Jaworski & Kohli(1993), Forman & Money(1996), Rafiq & Ahmed(2000)가 개발한 
도구를 기반으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이병열(2011)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 6 -

1) 교육·훈련

이 연구에서 교육·훈련은 호텔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지식과 기
술 그리고 태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직무환경에 적응하여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2) 내부 커뮤니케이션

이 연구에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호텔 종사자들이 효과적으로 고객을 대응하고, 부서 
간 소통과 정확한 조직에 대한 정보, 고객 욕구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보다 수월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3) 경영층 지원

이 연구에서 경영층 지원은 호텔 종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원하려는 경영층의 지속적인 배려와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4) 권한위임

이 연구에서 권한위임은 호텔 종사자에게 일정 범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주어진 직무뿐
만 아니라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자, 고객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선택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5) 보상 시스템

이 연구에서 보상 시스템은 호텔에서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권장하기 
위해 능력 있는 호텔 종사자를 선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호텔 종사자 관리 프로그램의 일종
으로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사안을 총칭하는 호텔 종사자에 대한 동기부여 활동이라고 정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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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력동기

이 연구에서 경력동기는 교육훈련과 새로운 경험의 탐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음가짐 및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력동
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Day & Allen(2004)이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강인주(2015)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직무만족

이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일반적 요인에 따라 직무 그 자체와 
직무와 관련된 환경을 통해 경험하는 감정과 이러한 감정 상태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태
도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Weiss, Dawis, England, 
Lofguist(1967)가 개발한 미네소타 직무만족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Hirschfeld(2000)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하며, 박아이린(2005)이 번안한 K-MSQ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
을 사용하였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대상은 특1급과 특2급 호텔에 근무하는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관광호텔업에 해당하는 총 734개의 호텔 중 특1급과 특2급에 해당하는 호
텔 163개로 설정하였다. 또한 특급 호텔 내에서도 이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선정한 이직
의도가 직무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고객과의 접점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
는 종사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특급 호텔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가 없어 모집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이 실제 모
집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전체 호텔 산업 종사자에 일반화 하는데 있어
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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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특급 호텔 및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

가. 특급 호텔의 개념과 특징

호텔은 숙박시설을 대표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고 관광객을 대응하는 관광숙박업의 일종
으로 정의되어 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
고 있는데, 호텔업이란“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
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
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호텔은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 및 투숙하는 고객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얻는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보다 효율적인 경영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또한 호텔은 
고객에게 호텔 서비스 상품, 호텔 서비스의 분위기적 환경 설정, 호텔 서비스 전달 시스템
을 제공하고 고객은 이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서비스 상품은 호텔의 1차적인 목표로, 
객실이라는 가시적인 요소가 기본적인 서비스 상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환경은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좋은 환경은 고객 만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느끼
는 감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호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고객과 종사자의 
상호작용이다. 고객은 이러한 경험 가치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거래가 완성된다. 이러한 
내용의 교환을 반복함으로써 호텔과 고객은 끊임없이 서로의 가치가 창출된다. 이를 위해
서 호텔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조직을 경영하도록 고객중심
경영을 한다. 

호텔에서의 상품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의미하며, 개별 상품으로 존재할 수 없고 상호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비로소 상품의 가치를 지닌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는 물적 서비스, 시스템적 서비스, 인적 서비스가 포함된다. 물적 서비스는 제반시설과 식
음료, 도구, 소모품 등 원천적 효용가치가 물적인 것을 의미하고, 체계화된 업무조정과 조
직적인 협동 등이 시스템적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종사자의 고객과의 대인 관계적 효용
가치가 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서비스가 결합되어야 완전한 호텔상
품으로 판매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인 내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외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원칙을 내부 고객 즉, 호텔 종사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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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객처럼 대하고 존중하면, 그들은 그것을 고객과 나눈다.’라는 Southwest 
Airline의 Mission Statement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객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듯이 직원들을 대하면 결국 직원들에게 조직에 헌신하게 하는 동기와 힘을 부여
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관광호텔업의 등급을 특1급, 특2급, 1
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며 무궁화로 표시한다. 특1급 호텔은 황금빛 무궁화 5개, 특2
급 호텔의 경우 녹색 무궁화 5개, 1등급 호텔 무궁화 4개, 2등급 호텔 무궁화 3개, 3등급 
호텔은 무궁화 2개이다. 2014년 9월 12일 관광진흥법 법령과 규칙이 개정되면서 등급평가 
의무화 도입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무궁화로 표시되었던 등급제가 신제도(별등급)로 개
정되었다. 2015년 12월 까지 즉, 신제도로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 혼용될 예정이며, 이는 
호텔 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호텔등급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국내·외 호텔
등급관련 홍보강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등급별 호텔 서비스 
기준 가운데 특1,2급에 해당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1급 호텔(5성급 호텔)은 최상급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로써 고객에게 
최고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텔로비는 품격 있고, 객실에는 품위 있는 가구와 뛰어난 
품질의 침구와 편의용품이 완비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센터, 고급 메뉴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이상(직영, 임대포함)의 레스토랑, 대형 연회장, 국제회의장을 갖추고, 24시
간 룸서비스가 가능하며, 휘트니스 센터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2급 호
텔(4성급 호텔)은 고급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로써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텔로비는 품격 있고, 객실에는 품위 있는 가구와 우수한 품질의 침구와 편의용
품이 완비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센터, 고급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 이상(직영, 임
대포함)의 레스토랑, 연회장, 국제회의장을 갖추고, 12시간 이상 룸서비스가 가능하며, 휘
트니스 센터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과거 호텔의 기능은 집을 떠나 여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발전하여, 숙박, 식·음
료의 제공과 더불어 여가, 오락, 휴식, 문화, 건강, 사업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 무
형의 인적 서비스를 부가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집을 떠나 여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 같은 편안함과 자신의 집에서는 느낄 수 없던 새로움을 조화롭게 느낄 수 있도
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우리나라 호텔도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환경 속에
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외래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면서 관광숙박업의 비중은 나날
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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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개념과 특징

특급 호텔 종사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특1,2급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각 호텔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 서비스인이며,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호
텔을 이용하는 동안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능숙하고 단련된 국제매너와 항상 밝은 모습으로 고객을 최우선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상당한 프로의식을 갖추고, 고객이 지상에서 감동받고,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의 대표자이다(김미경, 2015). 현대적인 선진국 산업구조 형태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직종이 서비스 산업이며, 특히 서비스의 질은 그 나라의 수준을 헤아릴 
수 있게 하는 기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람은 단연 호텔 종사자이다(양창식, 2005). 이들은 고객과의 접점을 통해 직접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특성에 따라 주말, 휴일, 혹은 24시간 교대하는 근무
스케줄을 따르고 있다. 

호텔에서 근무하는 각기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고객 만족’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일하며, 이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고객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어떻게 확실
히 제공하느냐는 것이다. 고객과 호텔 종사자의 유대관계 친밀도는 가치를 창출하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데(Butcher, 2001), 이러한 상호작용이 되는 시
점을 고객 접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의 가치가 다른 누구에 의해
서 평가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닌 고객이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의 성공과 실
패는 고객이 어떻게 경험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호텔 종사자가 고객과의 접점에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각기 다른 직종에는 일반적으로 행정부(총지배인, 비서, 부총지배인), 인사부, 재
정부, 구매부, 보안·시설부, 연회·판촉부, 객실부, 객실관리부, 식음료부, 조리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호텔 부서 중 객실부, 객실관리부, 식·음료부, 연회·판촉부, 행정부, 레
크레이션(휘트니스 센터, 스파 등) 등의 부서 즉, Front of House에 포함되는 부서는 고
객에게 접점 서비스를 전달하며, 이 때 전달되는 접점 서비스의 특성은 네 가지로 구분된
다(Solomon, Surprenant, Czsepiel, & Gutman, 1985). 먼저 양자 간(dyadic)의 특성은 
양측의 상호 만족에 중점을 둔다. 접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호텔 종사자와 고객이 
포함되는 사회적 상황이고,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은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두 사람의 융합이 개별적인 역할에서 나타나는 활동의 합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상호작용(interaction)의 특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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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종사자와 고객의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의 효과이며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꼭 필요
한 특성이다. 세 번째는 역할수행적(role performance) 특성은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적합한 행동을 학습하는 사회 참여자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개인의 개성은 다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의 업무를 표준화된 행동 양식을 통
해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접점 서비스는 인적 접촉이기 때문에 기분이나 감
정적인 정서가 서비스 품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를 직접대면
(person to person) 특성이라 한다. 접점 서비스에서 인간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서비스 
평가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는 고객들의 감정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김
지은, 2012).

2. 이직의도

가. 이직의도의 개념 및 특징

1) 이직의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의도는 어떤 기회나 조건이 형성되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특정 행동을 실행하
고자 하는 생각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에 미치는 동기적인 요인을 내포
하고 있다(문영주, 2010). 따라서 이직의도는 실제 이직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
닌 앞으로 이직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상태이며, 특정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생각이다. Vandenberg & Nelson(1999)은 조직 구성원의 자발
적인 의지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직장을 옮기고 싶은 생각, 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조직을 떠날 주관적 가능성을 자신이 추정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직의도는 종사자가 조직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로(임서영 
외, 2010; Meyer & Allen, 1991), Tett & Meyer(1993)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기 
위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으로 정의하였다.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자별 정의는 <표 Ⅱ
-1>에 정리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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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Mobley(1982)
Ÿ 조직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구성원이 스스로 조직 내 구성원의 자격을 

포기하고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

Meyer & 
Allen(1991)

임서영 외(2010)
Ÿ 조직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

Tett & Meyer(1993) Ÿ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기 위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

Vandenverg & 
Nelson(1999)

Ÿ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의지로 직장을 옮기고 싶거나, 직종을 변경하고 
싶거나, 미래의 특정 시점에 조직을 떠날 주관적 가능성

윤숙희(2004) Ÿ 가까운 미래에 현 직장을 자발적으로 떠나고 싶어 하는 의도
신유근(2005) Ÿ 조직을 떠나기 위한 생각이며 직무를 이탈하려는 심리적 상태

한상숙 외(2009)
Ÿ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떠나려고 하는지에 관한 

개인의 의지

한용희 외(2010) Ÿ 구성원이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 생각, 결심의 의미

김도형(2012)
Ÿ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개인의 

목표달성이 이르기 어렵다고 지각되어 직무를 이탈하려는 심리적 상태

강인주(2015)
Ÿ 구성원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도 

또는 생각

임대환(2016)
Ÿ 조직 구성원이 현재 소속된 조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옮기려는 의지와 고려 정도

<표 Ⅱ-1> 이직의도의 정의

이런 관점에서 이직은 구체적 행동이라고 할 때, 이직의도는 태도 또는 행동의도를 의미
한다. 이직은 직장이나 직업을 옮기는 명확성이 있으나 의도는 생각이나 계획으로 이직을 
위한 행위로 특정한 의도나 생각만으로는 행동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명
확히 다른 개념이다(문영주, 2010; Bluedorn, 1982; Brown & Peterson, 1993). 그렇기 
때문에 의도 혹은 생각은 반드시 이직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직의도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이직에 대한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Fishbein & Ajzen, 1975). 이직의도를 이직과 동등하게 판단
할 필요는 없으나 이직의도가 실제 이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Steel & Ovalle, 
1984), 이러한 과정은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어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상 이직의 
예측변수로 이직의도는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어 왔다(Dalton & Todor, 1993). 또한 이직
이라는 행동을 직접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Harris, Kacmar, & Witt, 2005)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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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이직 관련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를 결과변인으로 활용하고 있다(문영주, 2010; 이우
경 2011; Hom, Caranikas-Walker, Prussia, & Griffeth, 1992; Griffeth, Hom, & 
Gaertner 2000; Tett & Meyer, 1993).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
으로 실제 이직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상태이며, 현재의 조직 혹은 다른 산
업으로 떠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생각으로 이직의도를 정의하였다.

2) 이직의 개념 및 특징 

가) 이직의 개념

이직에 대한 개념 및 정의는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며(서윤원, 2008),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입직과 이직을 모
두 포함하는 노동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된다. 광의의 관점에서
의 이직은 국가, 지역, 산업, 직업 간 인력의 이동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조직 외부로의 이
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송규상, 2000; 조영숙, 1999; Flippo, 1984), 좁은 의
미에서의 이직은 조직 외부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직에 대한 광의의 개
념은 입직, 승진, 배치전환, 철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 시스템의 구성원 경계를 
넘나드는 개인의 이동 경로라고 할 수 있다(Price, 1977). 협의의 관점에서 이직은 조직에
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구성원이 스스로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조직을 
떠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조직 외부이동과 금전적 보상을 받는 구성원에 한정한다는 것이 
특징이다(Mobley, 1982). 또한 Anderson(1981), Price(2001)와 문영주(2010)의 연구에
서도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경계를 넘어 외부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조직 외부이동
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직의 범위(Price, 
1977)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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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정의

광의적
관점

Price(1977) Ÿ 사회 시스템의 구성원 경계를 넘나드는 개인의 이동 경로

Flippo(1984)
조영숙(1999)
송규상(2002)

Ÿ 국가, 지역, 산업, 직업 간의 이동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조직 
외부로의 이동

협의적
관점

Mobley(1977)
Ÿ 금전적 보상을 받는 구성원이 스스로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조직을 떠나는 것

Anderson(1981)
Price(2001)
문영주(2010)

Ÿ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경계를 넘어 외부로 이동하는 것

<표 Ⅱ-2>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직의 범위

이직에 관한 연구는 노동시장에 초점을 둘 것인가 개인에게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
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노동시장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지역, 산업, 기업 간의 입직과 이
직을 모두 포함하는 노동이동의 의미로 사용된다. 반면에 개인에게 초점을 둘 경우에는 조
직 내부에서의 이동, 외부에서 내부로의 이동, 내부에서 외부로의 이동 등 조직 간 이동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신유근, 1995). 일반적으로 조직의 인사관리의 관점에서는 협의의 
개념 즉, 개인이 조직을 떠나 조직 외부로 이동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조직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자발적 이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김준환, 2013).

나) 이직의 유형 및 기능

이직은 자발성 여부에 따라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Michaels 
& Spector, 1982; Price, 1977). 자발적 이직은 구성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이직으로, 
사직으로 표현되며, 조직에 불만이 있거나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한 전직, 결혼·출산, 질병, 
이사, 이민 등으로 떠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비자발적 이직은 조직 구성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직에 의해서 고용관계가 강제로 단절되는 것으로 구성원의 무능력, 
규칙 위반, 정직, 결근 등의 이유로 조직 외부로 방출되거나 계약 만료, 해고, 일시 해고, 
정년퇴직, 사망 등이 이에 포함되며 면직으로 표현된다(박성주, 2001; 신희정, 2006; 이기
은·박경규, 2002; Dalton et al, 1982).

또한 조직의 통제가능성 여부에 따라 회피 가능한 이직과 회피 불가능 이직으로 구분된
다. 회피 가능한 이직은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인 임금, 복리후생, 근무환경,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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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작업조건, 인간관계 등의 원인으로 인한 이직으로 조직의 노력에 따라 방지할 수 있는 
이직의 유형이다. 회피 불가능한 이직은 질병, 사망, 학업, 가정문제, 정년퇴직 등 조직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이직을 의미한다. 보통 대부분의 자발적 이직은 회피 가능한 
이직의 범주에 속하며 이는 이직관리의 주요 대상이 되고(원융희 외, 2006; Dalton et 
al., 1982), 이에 조직은 통제 가능한 요인들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구성원들이 불필요한 
이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Price, 1977). 이직의 유형별 내용은 <표 Ⅱ-3>와 같이 
요약된다.

구분 이직 종류 내용

자발성 여부

자발적 이직
Ÿ 전직, 결혼, 임신, 출산, 지병, 이사, 이민 등
Ÿ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이직

비자발적 
이직

Ÿ 규칙 위반, 정년퇴직, 사망 등
Ÿ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이직

통제가능성 
여부

통제가능 
이직

Ÿ 임금, 복리후생, 근무환경, 근무시간, 작업조건, 인간관계 등
Ÿ 조직의 통제 가능

통제불가능 
이직

Ÿ 질병, 사망, 학업, 가정문제, 정년퇴직 등
Ÿ 조직의 통제 불가능

조직에 미치는 
영향

순기능적 
이직

Ÿ 성과가 좋지 않은 저평가 받은 구성원 이직

역기능적 
이직

Ÿ 조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 구성원 이직

<표 Ⅱ-3> 이직의 유형

위에 표에 제시된 것처럼 마지막 유형으로 이직의 결과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순
기능적 이직과 역기능적 이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순기능적 이직은 성과가 좋지 않은 저
평가 받은 인력이 조직을 떠나서 인적자원의 질을 증가시킴으로써 건전한 조직 상태를 유
지하는 측면이며 조직과 개인이 양자의 이해가 일치된 상태에서 발행하는 이직을 말한다. 
역기능적 측면은 구성원은 조직을 떠나기를 원하지만 조직이 개인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
고 있어,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양자의 이해가 불일치되어 발생
한다(송규상, 2000; Dalton et al., 1982). 역기능적 측면에서의 이직은 많은 기술과 노하
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생산성을 감소하고 조직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역기능적 이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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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생 요인

역기능적 이직

Ÿ 수행하기 너무 어렵거나 흥미 없는 직업 선택에 따른 종사자 역량과 직업의 
불일치

Ÿ 비현실적인 직무 기대에서 발생하는 채용 과정의 불만족

Ÿ 시설에 필요한 불충분한 장비나 도구

Ÿ 발전이나 성장기회 부족

Ÿ 작업 노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 부족

Ÿ 불충분한 교육 및 바람직하지 않은 감독 활동

Ÿ 직장과 생활의 균형 있는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

Ÿ 유사한 직장과 비교 시 불공정한 임금 구조 및 이에 대한 인식

자료: Quality public service workplace. (2006). Monitoring turnover. Information paper 7.

<표 Ⅱ-4> 역기능적 이직이 발생하는 이유

이러한 역기능적 이직은 새로운 인력을 충원·교육·배치하는 인력관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새로운 직원과 기존의 직원들이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등 이직이 조직에 부정적
인 영향과 인력비용이 증가하는 이직이다(나종문, 2009). 하지만 순기능적 이직이라고 해
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직성과에 부정
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우경, 2011; Holtom et al., 2008). 

조직에서의 인적자원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성원의 이직은 매우 중요하
다. Mobley(1982)와 정진경(2009)은 이직의 중요성을 조직의 관점, 이직자의 관점, 잔류
자의 관점에서 이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조직의 관점에서는 
조직의 과잉인력이나 기존 조직 구성원 간에 협업과 분업에 지장을 초래한 직원이 이탈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조직 구성원을 
통해 신기술 및 지식의 습득, 조직의 정책, 관행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반면에 조직의 구
성원이 이직으로 인해 모집 및 훈련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구조의 
파괴, 장기간 근무한 조직 구성원일 경우 숙련된 인력의 손실로 조직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먼저 이직자의 경우 선임으로서의 권리상실, 기존 조직의 구성원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손실, 이직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배우자의 경력개발 중단, 그
리고 경력기회의 축소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이직으로 인해 소득의 증대, 
경력의 축적, 조직에의 적합도 증가로 인한 조직 생활의 스트레스 감소, 자기 개발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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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및 새로운 환경에 따른 자극 유발은 이직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잔류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있어서는 내부이동기회 및 유동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결근 

또는 지각 등 대체적 일탈행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조직에 잔류하는 사람의 
경우 동료의 이직으로 인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의 패턴이 파괴되고, 호의적인 동료의 손
실, 만족·몰입이 감소하게 되며, 작업량 또한 증가하는 역기능이 있다. 이와 같은 이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5>와 같다.

구분 순기능 역기능

조직의 
관점

Ÿ 성과가 낮은 종사자 퇴출
Ÿ 신기술·지식 습득
Ÿ 내부 이동 기회, 유동성 증대
Ÿ 정책 관례의 변화 촉진
Ÿ 결근·지각 등 부정적 행위 감소

Ÿ 신규직원 채용 등 이직 관련 비용 발생
Ÿ 인간관계, 의사소통 구조 파괴
Ÿ 숙련 인력 손실
Ÿ 이직자의 조직 비방
Ÿ 생산성 저하

이직자의 
관점

Ÿ 소득 증대 및 경력 제고
Ÿ 조직 스트레스 감소
Ÿ 자기 개발 기회의 획득
Ÿ 새로운 환경에 따른 자극 유발

Ÿ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Ÿ 경력 단절
Ÿ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손실
Ÿ 경력 기회 축소

잔류자의 
관점

Ÿ 내부 이동 기회의 증가
Ÿ 신규 사원으로 의한 자극
Ÿ 만족, 단결, 몰입의 증가

Ÿ 대인관계, 의사소통의 패턴 변화
Ÿ 호의적 동료의 손실
Ÿ 업무량 증가

자료: Mobley. (1982). Employee Turnover: Cause. Consequences, and Control, M. A. Addision-Wesley.

<표 Ⅱ-5> 이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자발적 이직이 발생하는 경우에 선발, 교육·훈련, 새로운 직원이 숙련될 때까지 놓칠 
수 있는 매출의 기회비용 등에 대한 투자가 손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조직의 경제
적, 심리적 부담을 준다. 특히 인적 서비스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호텔 
산업에서 종사자가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자주 바뀐다면 고객 서비스 품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호텔 산업에서는 종사자의 이직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매
우 중요한 하나의 관리 목표이다.

3) 이직의도의 영향 요인

March & Simon(1958)은 종사원의 이직은 궁극적으로 이직의도와 대안적 직무기회의 
가능성의 결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Mobley, Griffeth, Hand, & Meglino(197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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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과 관련하여 조직 내적 요인, 조직 외적 환경요인, 개인적 요인 등의 세 가지 변수가 
직무만족도와 현 직무에 대한 기대 및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변수들이 다시 이직의
도와 직무대안 및 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쳐 이직에 이르는 통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Price 
& Mueller(1986)는 이직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이 매개변수를 통해 이직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았고, 기회,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업의식, 일반 훈련, 가족부양책임 
등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Cotton & Tuttle(1986)은 자발적 이직의 원인을 밝힌 연구들에 대해 기존의 이직에 관
한 실증분석 자료들을 메타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한 후 이직과 관련된 유의한 이직관련 변
수들을 개인 특성, 직무 특성, 환경 특성으로 나누어 다음의 <표 Ⅱ-6>와 같이 제시하였
다. 

개인 특성 직무 특성 환경 특성

Ÿ 성별
Ÿ 연령
Ÿ 교육
Ÿ 결혼 여부
Ÿ 근속년수
Ÿ 부양가족 수
Ÿ 적성 및 능력
Ÿ 지능
Ÿ 이직의도
Ÿ 기대감에 의한 충족도

Ÿ 임금
Ÿ 업무 성과
Ÿ 직무명확도
Ÿ 직무반복성
Ÿ 직무만족도
Ÿ 임금에 대한 만족도
Ÿ 직무에 대한 만족도
Ÿ 동료에 대한 만족도
Ÿ 상사에 대한 만족도
Ÿ 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도
Ÿ 조직충성도

Ÿ 고용에 대한 인지
Ÿ 신규 채용률
Ÿ 실업률
Ÿ 취업가능성
Ÿ 노동조합의 유무
Ÿ 종사기관 형태

<표 Ⅱ-6>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 특성에서는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 교육이 이직과 강한 유의성을 보였다. 일
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근속년수가 길수록 이직이 쉽지 않으며, 조직에 오래 남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임미연, 2008). Muchinsky & Tuttle(1979)은 적성, 
인성, 흥미 등 개인 특성과 이직 간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측정 및 타당성
의 문제로 개인 특성을 적용함에 있어 많은 제약과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Price & Mueller 1981).

직무 특성은 일반적으로 임금 및 승진정책, 조직 규모 등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작업 환경 요인은 감독자의 스타일, 작업 집단의 크기, 동료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성격 등 구성원이 처해있는 작업 환경이 이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직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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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요인은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의무와 활동으로 조직 
구성원이 계속 조직에 남아서 일할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이기리, 2002).

환경 특성으로 고용에 대한 지각, 실업률, 노동조합의 존재, 취업 가능성, 직무기회 등이 
이직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Vinokur-Kaplan, Jayaratne, & 
Chess(1994)의 연구에서는 종사기관의 형태에 따라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고 
언급하였다. March & Simon(1958)은 대체적 직무기회를 기업 외부와 기업 내부의 대체
적 직무 기회로 구분하였는데, 기업 외부의 대체적 직무기회는 개인이 인식하는 외부의 고
용 기회로써 이에 대한 탐지 정도가 낮을 때 조직의 자발적 이직률은 낮아진다고 주장하였
다. 외부의 대체적 직무기회는 타 기업의 공석률, 현재의 경제활동 수준 및 고용 수준 등
이 포함된다. 한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이
직률이 높아지는 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될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Mobley, 1982).

이상과 같은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7>와 같다.



- 20 -

구분 요인분류 영향요인 연구자

개별적
요인

개인적
요인

인구
통계학적

요인

Ÿ 나이
Ÿ 근속기간
Ÿ 성별
Ÿ 가족규모
Ÿ 부양책임

Ÿ Mobley et al.(1979)
Ÿ Porter & Steers(1973)
Ÿ Muchinsky & Tuttle(1979)

개인적
특성요인

Ÿ 흥미
Ÿ 적성
Ÿ 개성
Ÿ 지능

Ÿ Muchinsky & Tuttle(1979)

직무
요인

직무요인

Ÿ 과업일상성
Ÿ 직무의 자율성 및 

책임성
Ÿ 역할명료성

Ÿ Porter & Steers(1973)
Ÿ Muchinsky & Tuttle(1979)
Ÿ Young & Corsun(2010)

직업적
환경요인

Ÿ 감독스타일
Ÿ 작업 단위 규모
Ÿ 동료집단과의 

상호작용의 성격

Ÿ Porter & Steers(1973)

조직 전반적 요인
Ÿ 보상
Ÿ 승진정책
Ÿ 조직규모

Ÿ Porter & Steers(1973)

대체적 직무 기피요인

Ÿ 조직 내부의 대체적 
직무기회

Ÿ 조직 외부의 대체적 
직무기회

Ÿ Mobley et al.(1979)
Ÿ Muchinsky & Tuttle(1979)

통합적
요인

태도요인
Ÿ 직무만족
Ÿ 조직몰입

Ÿ Porter & Steers(1973)
Ÿ Mobley et al.(1979)
Ÿ Young & Corsun(2010)

직무태도와 
이직성향요인

Ÿ 직무태도
Ÿ 이직성향

Ÿ Steel & Qualle(1984)
Ÿ Mobley et al.(1979)
Ÿ Young & Corsun(2010)

기타요인
Ÿ 투자
Ÿ 직업특성의 차이
Ÿ 상해

Ÿ Mobley et al.(1979)
Ÿ Young & Corsun(2010)

자료: 이애주. (2014). 호텔 조리종사원의 직무요인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특1급 호텔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6.

<표 Ⅱ-7>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4) 이직의도의 측정

이직이 구체적 행동이라고 할 때, 이직의도는 이직에 대한 태도 또는 행동의도를 뜻하
며, 이직의 전 단계로써 이직의도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이직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다. 
따라서 이직의도는 구성원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직하려는 동기를 설명하는 감정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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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과정이며, 현재의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생각으로 정의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연구에서 이직의도의 측정은 주로 Mobley(1982)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문항을 수
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원효진(2014)의 연구에서는 김미란(2007)이 병원 상황과 간호사에 
적합하도록 어휘 등을 수정한 후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 수정·보완한 도구로 6문항을 활
용하여 이직의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문영
주(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6문항을 활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고, 또 다른 측정도구는 Lawler(1983)가 개발한 도구를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 도구는 주로 간호사의 이직의도 측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조영경(2013)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4개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으며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 복지 혹은 병원 등의 특정한 분야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
보다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Mobley(1982)의 도구를 수정하여 5개 문항으로 이직의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87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베이커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승
균(2012)의 연구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나. 이직의도 관련 이론

이직의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에서 이직의도 예측 연구들
이 고유의 시각을 반영하면서 발전해 왔다(문영주, 2010; 이우경, 2011). 경제학 분야에서
는 조직 구성원들이 합리적 행위자로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
는, 즉 비용-편익의 비교에 의해 조직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조직 구성원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조직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내·외
부 노동시장에 높은 시장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인정받는 가치에 따라 이직의도가 결정되
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인한 실업률, 노동조합의 존재여부, 
조직에서 제공하는 훈련의 성격, 취업 가능한 직무의 수 등에 의해서도 이직의도가 결정되
고, 비용편익 비교에 의해서도 비롯된다. 또한 조직 구성원은 능력의 자본적 가치에 현 직
장 임금수준이 시장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직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황호
영·최영균, 1995). 즉, 비용에 의한 편익이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현재의 조직에 잔
류하는 것이 더 클 경우에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다(김정헌·송건섭·이곤수, 1999;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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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2013). 이러한 경제학 관점은 경제적인 보상 또는 내·외부노동시장의 조건 등에 관심
을 가지고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Forrest, Cummings, & Johnson, 1977). 
하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는 특성을 가진 호텔 산업에서는 사회·심리
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지 이직이 경제적 상황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학 분야에는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기초한 설명 즉, 조직 구조나 직무를 어떠한 방
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우호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를 직무의 자율성 및 직무다양성 확보, 직무 확대, 직무 확충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였다. 사회학적 시각으로 이들은 이직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회적 관계
망과 같은 특정 변수의 영향력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 연결망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보았다(Granovetter, 1985).

한편 심리학 특히 조직 또는 산업심리학 분야에서는 임금이나 승진 등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물질적·외재적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조직, 직무, 노동시장 상황 등과 관련된 조직 
구성원의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에 초점을 마주고,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이직
의도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직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Mobley, Griffeth, 
Hand, & Meglino, 1979; Steers & Mobley, 1981). 이와 같은 주장에는 구성원들이 조
직을 위해 근무한 대가를 받는 보상 가운데 물질적·외재적 보상 이외에 정신적·내재적 
보상도 있으며(Herzberg, Mausner, & Snyderman, 2005) 이 두 가지 형태의 보상 모두 
이직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가 밑바탕 되어있다. 이직의도에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 함께 이직의도를 설명하는데 기반이 되고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는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인적자본이론, 동기이론, 직업적응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이 있다.

1) 인적자본이론

이직의도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인적자본이론(Becker, 1962)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훈련 투자에 따른 개인적인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직 구성
원이 개인적 성장 발달을 위해 기술적 기반을 확충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역량을 
집중시켜 기술의 이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다룬다(Davidsson & Honig, 2003). 이는 모두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후에 훨씬 나은 보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전제하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즉, 특정 조직에서만 통용되는 기술이 아닌 타 기업에서 통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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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보유한 조직 구성원은 타 조직으로부터 스카우트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직의
도가 높다(강인주, 2015). 고용주 입장에서 풍부한 인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문 인
력 혹은 명확한 직업의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체리피킹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Lynch & Black, 1996). 
인적자원이론에서는 조직 구성원도 자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투자 대상이므로 투자한 만
큼 투자에 대한 회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적 자본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 
즉 투자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이직의도를 중요하게 다룬다(문영주, 2010).

2) 동기이론

동기는 주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는 방향성, 각성 및 개인
행동의 지속성에 관한 것이다(London, 1983). 일에 대한 동기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가 존
재하며 그러한 동기의 차이 때문에 몰입과 직무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달라지고 이직의도
가 형성된다. 특히 경력동기이론에서는 개인의 경력정체성,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에 대한 통찰력,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경력을 추구하는 일련의 개인적 특성, 경력 관
련 의사결정을 이직의도의 결정요인으로 본다(London, 1983; London & Noe, 1997). 이
는 직업의 탐색 및 획득, 현재 조직의 잔류, 경력계획의 수정, 교육훈련과 새로운 경험의 
탐색, 경력목표 설정 및 달성 등을 포함한다. 결국, 경력동기는 개인의 경력정체성을 반영
하는 의사결정과 행동, 자신의 경력에 미치는 경력통찰력 그리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극복
하는 경력탄력성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이 모여진 것으로 이직과 잔류를 결정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강인주, 2015; 문영주, 2010; London, 1983).

3) 직업적응이론

Dawis & Lofquist(1984)가 제시한 직업적응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가설 중 개인의 직
무만족이 개인의 가치와 동기 그리고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의 조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가설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이러한 개인과 환경의 조화 정
도가 높은 성인 직장인들은 그 정도가 낮은 또래들에 비해 22%의 높은 급여, 11.6%의 높
은 지위, 15%의 높은 직무만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Bretz & Judge, 1994). 국내
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조화는 직무만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는데, 재직기간과 함께 직무
만족의 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요행,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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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응이론은 기존의 특성요인 이론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개인의 특성에 해당하는 능
력과 욕구, 가치를 직업 환경에서의 요구 사항과 연관 지어 고용유지 형태로 나타나는 경
력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개인과 직업 환경은 서로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서로의 최소한의 요구가 합치되는 정도를 상응이라 한다.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
며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기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직업은 
개인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가장 주된 환경이 된다. 개인과 환경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때 조화롭다고 할 수 있고, 개인은 환경이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직업 
환경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강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조화로운 상태가 된다. 개인
과 환경의 특성을 바탕으로 정적인 매칭을 중시하던 것과 달리, 개인과 직업 환경의 요구 
특성을 맞추어 나가는‘적응’의 개념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정지은, 2013). 

Dawis & Lofquist(1984)는 개인의 차별성으로부터 능력을 학습 이론으로부터 강화요인
을, 인간관계 전통으로부터 만족을, 그리고 직업심리학 전통으로부터 개인-환경 조화의 개
념을 가져오는 등 통합된 이론으로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합하여 모형화 하였다.

[그림 Ⅱ-1] 개인, 직업 환경의 조화에서 만족, 이직의도와의 관계
자료: Dawis, R. V., & Lofquist, L. H. (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직업적응모형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으로 만족과 충족이 있다. 만족은 조화의 내적 지표
로,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 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 평가를 뜻한다. 개
인의 욕구에 대한 직업의 강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때 만족이 높아진다고 가정된다. 이에 
반해 충족은 조화의 외적 지표로, 직업에서 요구하는 과제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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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 직업 환경이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또는 능력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직업의 요구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욕구의 만족과 직업 
욕구의 충족은 개인이 직업 환경과의 조화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두 가지 지표로 볼 수 있다.

4) 합리적 선택이론, 합리적 행동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신념, 태도, 행동의도,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선택이론, Ajzen &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동이
론과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직업 혹은 직장 간 인력 이
동을 양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본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조직에서의 합리적 선
택은 안정적인 고용·승진이나 임금 인상 등 조직 내 보상에 대한 적합성을 말하며, 조직 
구성원은 현재의 보상과 외부 노동시장의 잠재적 보상을 비교한 후 현재보다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찾아 현 직장을 떠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 직장에 만족하여 잔류하게 된다. 직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본이 풍부하지 않거나 경력과 관련한 뚜렷한 목표 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성원의 경우 직업을 이탈하여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기회비용과 편
익을 감소시켜 주는 대안이 된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행동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개인
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동의도이며, 이러한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
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태도는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개인들은 행동을 수행한 결과를 평가
하여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한 행동을 하게 된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각된 사회적 압력으로 지각된 기대에 따르려는 
개인의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Ajzen & Fishbein, 1980). 즉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사
람들의 특정 행동은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행동의도는 대상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의 이직은 이직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직의도는 몰입과 같은 조직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의해서 영향
을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그림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 행동이론에 지각된 행동 통
제력을 주가하여 확장시킨 것으로 핵심적인 요인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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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계획된 행동이론
자료: Ajzen(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182.

이 이론에 따르면 행동을 이끄는 의도는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신념(행동적 신념), 타
인의 규범적 기대(규범적 신념), 그리고 행동 수행의 촉진 또는 방해 요인의 존재에 대한 
신념(통제 신념)에 의해 이루어진다. 행동적 신념은 행동에 대한 호·불호의 평가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규범적 신념은 행동의 수행 여부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압력인 주관적 
규범이며, 통제 신념은 행동수행의 난이도에 대한 행동 통제력을 형성한다. 이러한 세 가지 
규범에 의해서 행동의도가 형성되고 행동을 이끌어낸다. 일반적으로 태도가 더 우호적이고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클수록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는 더 강해진다. 또한 행동에 
대한 충분한 정도의 실제적 통제력이 주어진다면 행동할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옮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이론의 적용은 사회적 행동을 광범위하게 설명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사회심리학과 보건 분야에서 실증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조직 구성원의 태도
와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조직행동 연구, 특히 구성원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거
의 적용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문영주, 2010).

다. 이직의 주요 모형

이직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어 왔다. 또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 기반을 두고 단순한 모형에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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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론과 관점을 통합하고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복잡한 변인들과 그 과정들
을 보다 역동적인 형태로 이해하려는 모형들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Holtme, Mitchell, 
Lee, & Eberly(2008)는 이직연구가 만족, 몰입 등과 같은 전통적인 태도, 직무환경, 개인
적 차이 등에 관심을 두는 연구를 시작으로 맥락적 변인과 스트레스, 탈진 등과 같은 부정
적인 개인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후 현재까지 기존 연구를 발전시켜 이론
적인 확장을 이루고 있다.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고 현재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이직에 관
한 핵심 연구모형은 다음의 <표 Ⅱ-8>와 같다.

연구자 연구 모형 내용 및 특징

March & 
Simon(1958)

조직균형이론
Ÿ 조직이탈 바람직성과 용이성 인식에 의해서 조직이탈 결정됨
Ÿ 직무만족, 조직내부 이동가능서, 조직외부 대안이 조직이탈 

바람직성과 용이성을 결정함

Porter & 
Steers(1973)

기대충족
모형

Ÿ Vroom(1964)의 기대이론에서 기대충족으로 이직을 설명
Ÿ 기대충족, 직무만족, 이직의 관련성 제시함

Mobley(1977)
매개연쇄

모형
Ÿ 직무만족에서 이직행동에 이르는 심리적 중간 과정을 밝히는 

이직결정 과정

Steers & 
Mowday(1981)

다경로모형
Ÿ 잔류/이직 결정에 이르는 인지적 과정에 대한 포괄적 모형
Ÿ 이직에 이르는 3단계 과정: 직무기대와 가치→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직의도

Bluedorn(1982) 통합모형
Ÿ 조직몰입과 이직 간의 관계를 통합한 모형
Ÿ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인과관계 및 조직몰입의 매개 

역할

Jakofsky(1984) 통합과정모형
Ÿ 성과가 이동의 바람직성(직무만족)과 이동의 용이성(조직 

내·외부의 대안)에 미치는 영향이 이직의도를 결정함

Price & 
Mueller(1986)

구조적모형

Ÿ 선행요인(업무반복성, 집중화정도, 의사소통, 통합, 보수, 
공정성, 승진기회, 
역할부하)→직무만족→조직몰입→이직의도→이직에 이르는 
과정 제시

Koeske & 
Koeske(1991)

SSO모형
Ÿ 직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변수가 소진(스트레인 변수)을 

거쳐 직무만족, 이직의도(결과 변수)로 이어지는 과정

Price(2001) 이직 인과모형
Ÿ 개인적, 환경적,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어떤 요인이 결과 

변수인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조건 탐색

Schaufeli & 
Bakker(2004)

직무요구-자원
모형

Ÿ 조직 구성원들이 겪는 직무소진과 직무 열의를 설명하기 
위해여 제시된 통합적 모델,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개인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들을 설명하는 중간과정 이론

자료: 강인주. (201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이직의도와 경력학습, 경력동기, 조직지원인식,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고용가능성의 관계. p.23. 재구성.

<표 Ⅱ-8> 이직의 주요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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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직연구를 위한 개념적 모형을 이직의 선행요인을 파악하거나(March & Simon, 
1958; Price, 1977; Steers & Mowday, 1981), 실제 이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구
하거나(Mobley, 1977), 직무성과와 이직간의 관계 모형을 설명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
다(오지영, 2008; Steers & Mowday, 1981).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다양한 이직 결정 모형은 March & Simon(1958)의 조직균형이
론에 있지만, 이를 다시 분류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써 직무만족 변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Mobely(1977)의 이직과정모
형, Porter & Steer(1973)의 기대충족모형, Price & Muller(1981)의 구조모형이 이에 속
한다. 두 번째로 조직몰입 개념을 도입하여 이직을 고려한 모형으로는 Farrell & 
Rusbult(1981)의 투자 모형과 Steers & Mowday(1981)의 다경로모형이 있다. 세 번째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두 변수 모두를 고려한 Price(2001)의 이직모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직무소진을 중심으로 이직을 연구한 Koeske & Koeske(1991)의 SSO모형, Schaufeli & 
Bakker(2004)의 직무요구-자원모델모형이 있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직무만
족을 중심으로 한 이론 모형들 중 이직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만족
을 상정하고 있는 Mobley(1977)의 이직과정모형, Porter & Steers(1973)의 기대충족모
형, 그리고 Steers & Mowday(1981)의 다경로모형의 주된 내용과 특징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Mobley(1977) 모형

Mobley(1977)는 여러 형태의 심리적, 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직무만족과 이직 사이의 
매개적 연결을 모색하는 개념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후 심리학적으로 이직을 접근한 모
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Hom & Griffeth, 1995). Locke(1976)는 직무만족과 이직 간
의 관계가 일관되게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40 미만의 상관관계를 띄고 있다고 
언급하여, 직무에 불만족해서 바로 이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직과정모형을 개발하였
다. 즉, 이직을 결정하는 과정을 직무만족-불만족에서 실제적인 이직행동에 이르는 여러 
가지 심리적 중간과정을 자세히 밝히는 이직결정과정을 [그림 Ⅱ-3]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이 모형은 이직의 직접적인 선행요인이 이직의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직의사결
정의 각 단계에서 환류할 수 있도록 설정한 특징을 가진 중간연결모델이다(오지영, 2008). 
또한 현재의 직무에 불만족할 경우 조직 구성원은 이직을 고려하게 되며, 이직에 대한 기
회비용을 비교하며 대안을 탐색하고 탐색의 결과에 따라 이직의도가 형성된다. 이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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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obley(1977)는 직무에 불만족한 개인이 이직과 잔류를 결정하는 순간까지 여러 매개 
단계를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결근 또는 수동적 직무태
도와 같은 다른 형태의 일탈 행동을 하게 되어 조직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

[그림 Ⅱ-3] Mobley의 이직모형
자료: Mobley, W. H. (1977). Intermediate linka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employee turnov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2), 237. 

현 직무의 평가에서 직무만족-불만족을 경험한 후 이직/잔류에 이르기까지의 연결 관계
를 정교하게 모델로 구성했으며 모든 종사자가 똑같은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
리적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기술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박인규, 2005). 또한 충동적
인 행동이 이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Miller, 
Galanter, & Pribram(1986)의 실증연구에 의해서 높은 예측 타당성과 내부 일관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선,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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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rter & Steers(1973) 모형

조직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보수, 승진,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각자 
저마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동일한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기
업에서 개인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불만족하게 되고, 따라서 이직의 가능
성은 증가하게 된다. 이 모형은 이직에 영향을 미칠만한 외생변수가 직무만족이라는 개념
을 매개변수로 하여 작용한다는 점에서 March & Simon의 조직균형이론과 동일하지만, 
여기서 제시한 보상과 기여의 균형을 개인적 차원의 기대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Porter & 
Steers(1973)는 이것을 바라고 있는 기대가 인지되는 과정이거나 혹은 잠재적 보상 간의 
균형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이러한 보상에 대한 기대는 고용의 시작에서부터 어느 정
도 이후의 기간까지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기대가 충족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보상이 
기대한 정도 혹은 그 이상인 경우에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잔류하게 되지만, 기대를 충
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될 경우 불만족하게 되어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3) Steers & Mowday(1981) 모형

이 모형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속된 결과가 종사자의 이직 또는 잔류의사를 결정한다
고 제안하였다: 1) 기대 충족으로 개념화되는 직무 기대와 가치는 개인의 직업에 대한 감
정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2) 감정적인 반응은 배우자의 직업과 같은 여러 가지 비직
업적 영향에 의존하는 결정과 함께 이직 또는 잔류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3) 조직을 떠나
려는 의도는 실제 이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과 같은 직업
과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림 Ⅱ-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이러한 행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요소를 기업기대와 가치, 
조직의 특성과 경험, 직무 이행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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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Steers & Mowday의 모형

Steers & Mowday의 모형은 다른 모형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은 먼저 직업과 조직에 대
한 정보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둘째, 직무 이행을 감정적인 반응의 영향이라고 하였
고 셋째, 직무 태도를 직무만족보다 종사자의 이직의도의 선행변수로 보았다. 넷째,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직업적 요소에 대해서 선행연구들에 비해 그 비중을 많이 두었다. 
마지막으로 조직을 떠나기 전에 그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종사자의 노력을 인식하였다(Lee 
& Mowday, 1987).

Michael & Spector(1982)는 경로분석을 이용한 그들의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이직의 직
접적인 예측변수이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의 직접적인 선행변수이고, 직무만족
은 고용 전의 기대와 인식된 직무 특성, 리더에 대한 고려가 포함 되며, 조직몰입은 상사
에 대한 고려에 의해 예측된다는 결과를 통해 이 모형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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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직무만족

가. 내부 마케팅

1) 내부 마케팅의 개념 및 유사용어

가) 내부마케팅의 개념

마케팅은 단순히 판매의 단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생산·가격설정·유통관리·촉진·수송 및 애프터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호텔 마케팅
이 다른 산업에서의 마케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 특성인 무형성과 생산과 소비의 동
시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호텔 마케팅은 생산기능과 인사기능을 호텔마케팅 기능에 통합시
키는 방향으로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의하면 호
텔 마케팅은 고객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하고, 호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호텔상품 
및 서비스·아이디어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한 가격결정·유통 및 판
매 촉진을 계획 및 실행하는 전략적인 조직의 활동이다. 호텔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이어서 대부분의 서비스 창출과 전달은 제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활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 또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
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을 내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
익 창출이다. 고객과의 관계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이전
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 호텔을 비롯한 서비스 기업에서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종사자의 만족이 매우 중요하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만족하지 않
을 경우,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져 결국 기업 경영의 성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석, 2013). 즉, 호텔 종사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부 고
객의 만족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내부 마케팅이 중요하다(유필화·권혁종, 
1996). 점차 증가하는 새로운 호텔들과 호텔들 간의 경쟁, 급속히 변해가는 시대적인 환경
들, 더욱더 다양해지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
러한 방법으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호텔 기업의 내부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산업과 구별 되는 환경에서 탄생한 서비스 산업의 배경이 종사자 만족에 
초점을 두는 내부 마케팅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Berry(1981)는 외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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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기법을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부 마케팅을 내부 종사자는 조직의 목표 달성
을 위한 내부 고객으로 보고, 이들의 직무를 제품으로 간주하여 내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이유재, 1999; 
Berry 1981; Berry & Parasuraman, 1991; Foreman & Money, 1995; Longbottom 
et al., 2006; Sasser & Arbeit, 1976). 내부 마케팅을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원부서 직원들도 한 팀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훈련과 동기
부여를 통해 고객 지향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교육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김성혁, 1991; 
안광호·이학식·형용진, 1994; Kotler & Armstrong, 1991). 이러한 훈련, 동기 부여 
등의 계속되는 교육 활동을 통하여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고객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며,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
져오게 된다(Gronroos, 1994). 또한 내부 마케팅은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직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및 마케팅의 철학이며(Greene, Walls & 
Schrest, 1994), Gummesson(2002)은 내부 마케팅은 마케팅과 인적자원관리를 결합한 
전략적 활동으로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고객과의 접점 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내부 마케팅 정의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정리하면 
<표 Ⅱ-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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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Sasser & 

Arbeit(1976)
Ÿ 제품 즉, 서비스를 고객에게 팔기 전에 먼저 종사자에게 파는 활동

Berry(1981)
Ÿ 내부 고객을 종사원으로, 내부 제품을 직무로 개념화하고, 내부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부 제품을 제공함으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

Gronroos(1981)
Ÿ 고객 지향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 시장으로서의 종사자를 

적극적인 마케팅 지향적 접근 방법에 의하여 실현하는 수단의 집합
Berry & 

Parasuraman(1991)
Ÿ 종사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직무 상품을 통하여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선발, 개발, 동기부여 시키며, 유지하는 과정
Kotler & 

Armstrong(1991)
김성혁(1991) 

안광호 외(1994)

Ÿ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원부서 
직원들도 한 팀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훈련과 동기부여를 통해 고객 
지향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활동

Greene, Walls, & 
Schrest(1994)

Ÿ 내부 마케팅은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직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및 마케팅의 철학

Gummesson(2000)
Ÿ 마케팅과 인적자원관리를 결합한 전략적 활동으로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고객과의 접점 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이정환(2005)
Ÿ 종사자를 내부 고객으로 인식하고 외부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종사자를 

동기부여 시켜 만족을 추구하는 활동

강형철(2010)
Ÿ 고객 만족과 종사자의 동기부여 및 역할과 행동 촉진을 위한 기업의 경영 

지원과 마케팅 활동 

김영석(2013)

Ÿ 외부고객에 앞서 내부고객으로서 종사원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동기 부여시키고 만족시킴으로써 고객 지향적 
사고와 태도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고객만족에 이르게 하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활동

문정남(2016)
Ÿ 조직의 구성원을 내부의 고객으로 인지하고 서비스 마인드나 고객 

지향적인 사고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자원 관리를 
포함하는 전략적 도구

<표 Ⅱ-9> 내부 마케팅의 정의

따라서 여러 학자의 내부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내부 마케팅에 대한 개념 
정의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
부 마케팅은 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최초의 고객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니즈에 맞는 직
무를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케팅 활동이다. 둘째, 내부 마케팅은 서비스 산업 종
사자에게 제공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 및 동기부여 등의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최고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고 나아가 외부 시장에서의 성과까지 포괄하는 마케팅 활동
이다. 셋째, 내부 마케팅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을 창출하기 위하여 서비
스 산업 종사자의 만족을 촉진하는 마케팅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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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 용어

(1) 조직지원인식

조직지원은 Blau(1964)의 사회적 교환이론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조직지원에 대
한 본격적인 연구는 Eisenberger, Huntington, Hutchinson, & Sowa(1986)의 연구로부
터 시작되었으며, 조직이 구성원의 공헌을 얼마나 존중해주고 구성원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관한 조직 구성원의 신념으로 정의된다. Eisenberger et 
al.(1986)은 사회적 교환의 개념에 입각하여 종업원이 조직에 몰입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직도 개인에게 몰입하여 개인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용자 몰입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직이 종업원에게 몰입하는 정도에 대한 종업원의 지각을 나타나는 
조직지원인식의 개념을 개발하였다. 그들은 조직이 개인의 공헌을 가치 있게 여기며, 조직
이 종업원의 복지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대하여 종업원이 총체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믿
음을 지각된 조직지원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재현(2004)의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조
직에 몰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외에도 조직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김동환·
양인덕, 2009; 설홍수, 2006; 하용규, 2010) 혹은 조직이 구성원의 능력을 인정하고 관심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조직구성원이 인식하게 되는 것(김윤성, 2003)으로 조직이 개인에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몰입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조직지원, 조직지원인식, 조직
후원인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조직지원에서는 크게 정서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서적 지원에는 
상사의 지원,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리더십 스타일, 멘토,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으로 열
거할 수 있다. 물질적 지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임금, 보상, 승진, 복리 후생 등 실질적
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한다.

조직지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감
소, 긍정적 분위기 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내부 마케팅과 유사할 수 있으나, 
조직지원은 구성원들의 몰입도를 높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반면에 
내부 마케팅은 서비스 산업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하는 종사자
를 내부 고객으로 보고, 이들의 직무를 제품으로 간주하여 내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욕구
를 충족시킴으로써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다. 이들이 전달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외부 고객 또한 만족할 수 있으며 더불어 조직의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도록 내
부 고객의 동기 유발 및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호텔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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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 혹은 제조업에서의 조직지원은 유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 산업 
특성상 내부 마케팅이 호텔 종사자에게 그리고 호텔 기업의 입장에서 더 적합한 전략이다.

(2) 경력개발지원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우수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들은 우수한 경력을 갖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
다. 이로 인해 경력개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경력개발지원은 개인의 경력욕구를 
조직이 이해하고 중요하게 여겨서 개인과 조직의 욕구를 조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며 
인재육성을 도모하는 장기적인 관점이다(유성희, 2009). 이는 조직 구성원의 경력개발을 
위한 조직지원을 의미하며, 이는 조직 구성원이 갖는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이 지원하는 모든 과정과 관리이다(남지은, 2012). 이는 조직 차
원의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즉 경력개발과 관련된 조직지원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소로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 성장기회, 상사 지원
이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전략적 체계성은 경력개발지원의 정
책 및 제도가 얼마나 조직의 확고한 전략과 비전하에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운영
적 체계성은 이를 운영하기 위해 조직의 체계가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수준을 의미한다(강철희·정상원, 2007; 장은미, 1997; Cherniss, 1991; Gutteridge, 
Leibowitz, & Shore, 1993; Wayne, Shore, Liden, 1997). 성장기회는 전문적인 지식
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말하며(황성훈, 2004; Hall, 1971), 마지막으
로 상사지원은 상사가 부하에 대해 갖는 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설홍수, 2006; Mathieu 
& Zajac, 1990).

조직이 구성원의 경력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이며, 이를 위하여 조직 차원에서 지
원해준다는 측면에서 내부 마케팅과 유사할 수 있으나, 경력개발지원은 개인의 경력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더불어 조직의 인재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의 전략이다. 이에 
비해 내부 마케팅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에 대하여 더 중요하게 여
기며, 이와 같은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호텔 종사자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양질의 서
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내부 마케팅이 더 
적절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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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마케팅의 구성 요인

내부 마케팅은 그 동안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인식되면서 성
공적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는 조직은 드문 현황이다(남영현, 2011). 내부 마케팅의 목표는 
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며, 고객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
닐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내부 마케팅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
이 영향을 미치는지 올바르게 파악하여 각 구성 요인이 나타내는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정
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Gronroos(1990)는 내부 마케팅 구성 주요 변수로 교육·훈련, 경영층의 지원, 보상시스
템, 내부 커뮤니케이션, 외부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종사자의 관여를 내부 마케팅의 주
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Foreman & Money(1995)는 내부 마케팅의 구성 요소를 열다섯 
가지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 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새로운 고객의 개발과 보상제도 그리
고 조직의 비전을 도출하였다. Wilson(1995)은 목표시장 확인, 정치력, 인센티브, 기술, 
동기부여, 동료 간의 갈등, 태도 변화와 강조, 내부 분위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한 내부 마케팅 요인들을 강조하였다. Boshoff & Tait(1996)는 내부 마케팅의 구성 요
인 중에 직무만족, 목표설정, 커뮤니케이션, 성과피드백, 역할갈등 등이 서비스 품질과 조
직몰입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하였으며, Rafiq & Ahmed(2000)는 서비스품질
과 고객만족을 위한 내부 마케팅 요인을 권한위임, 내부기능 조정 및 통합, 마케팅과 유사
한 접근법, 종사자의 동기부여와 직무만족을 제시하였다. Conduit & Mavondo(2001)는 
내부 고객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내부 마케팅의 구성 요인으로 경영층 
지원, 종사자 교육·훈련, 내부의사소통, 보상시스템, 외부 커뮤니케이션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구성 요인들의 관리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훈련은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실증하였다. Oetjen 
& Rotarius(2002)은 경영지원, 시장 실행성, 커뮤니케이션, 종사자 관리 및 교육·훈련을 
내부 마케팅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Amett, Laverie, & McLane(2002)은 호텔을 중심으로 
내부 마케팅이 직무만족과 조직에 대한 자부심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구성 요인으로 내
부고객의 보상체계, 경영층의 평가, 역할의 명료성, 근무환경 및 조직 성과로 분류하여 연
구한 결과 내부 고객의 보상체계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실증하였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홍범(1998)은 호텔 기업의 내부 마케팅 요인을 교육·훈련,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지원, 경영지원, 후생복지로 구분하여 내부고객의 이직 성향을 조
사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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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간에도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준혁·윤대균(2000)의 연구에서는 내부 
마케팅의 요인으로 복지정책 및 정보교육지원, 채용정책 및 고객 지향성, 보상시스템, 권한
위임, 팀워크 및 정보공유, 인사고과시스템을 도출하였는데, 이 중 채용정책 및 고객 지향
성과 팀워크 및 정보공유 요인이 성과변수인 서비스 품질 수준과 경영성과 간에 높은 영향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안복영(2002)은 종업원의 조직 몰입과 직무만족 및 내부고객관
계에 대한 연구에서 인적자원관리, 채용 및 교육·훈련, 내부의사소통, 재량권의 부여, 경
영자 능력과 스타일이 내부마케팅의 영향 요인이라고 실증하였으며, 한진수·김은정(2005)
은 내부 마케팅 활동 요인인 내부 커뮤니케이션, 종사원 조사, 역할 명확, 교육·훈련, 근
무환경, 휴가제도, 보상제도, 권한위임이 내부고객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부 마케팅의 여섯 가지 요인 중 보상 제도
를 제외한 다섯 가지 요인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정
환(2006)은 내부 마케팅의 구성 요소로 경영층의 권한위임, 종업원의 교육·훈련, 내부커
뮤니케이션, 종업원의 고용안정, 성과에 따른 보상시스템, 종업원의 복리후생으로 정하여 
이러한 실행요인으로 시장지향성과 서비스품질, 고객만족과의 관계를 실증 연구하였으며, 
이병열(2011)은 한국여행사의 내부 마케팅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 및 고객지향성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내부 마케팅 구성 요인으로 교육·훈련, 권한위임, 경영층 지
원, 보상시스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선정하였다. 이성호(2012)는 호텔 내부 마케팅이 조
리 종사원의 조직몰입 및 서비스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복리후생제도, 교
육·훈련, 내부 커뮤니케이션, 보상 제도를 내부 마케팅 구성 요인으로 선정하였고, 김영석
(2013)은 경영층 지원, 권한위임, 교육·훈련, 보상제도,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구성 요인으
로 정하여 연구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 목
적, 환경 등에 따라 초점이 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여용재·최호규, 
2008), 공통적으로 교육·훈련, 커뮤니케이션, 경영층 지원, 권한위임, 보상시스템을 강조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내부 마케팅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내부 마케팅의 구성요인을 정리해 보
면 다음 <표 Ⅱ-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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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요 구성 요인

교육
훈련

내부 
커뮤니케이션

경영층 
지원

보상 
시스템

권한
위임

기타

Gronroos
(1990)

● ● ● ● ●
Ÿ 외부 
Ÿ 커뮤니케이션

Foreman & 
Money
(1995)

● ● Ÿ

Varey & 
Lewis
(1999)

● ● Ÿ 동기부여

Conduit & 
Mavondo
(2001)

● ● ● ● ●
Ÿ 외부 
Ÿ 커뮤니케이션

Oetjen et 
al.(2002)

● ● ●
Ÿ 시장 실행성
Ÿ 종사자 관리

Amett et 
al.(2002)

● ●
Ÿ 역할 명확화
Ÿ 작업환경
Ÿ 조직성과

김홍범
(1998)

● ● ●
Ÿ 정보지원
Ÿ 후생복지

이준혁, 
윤대균
(2000)

● ●

Ÿ 복지정책
Ÿ 정보교육지원
Ÿ 채용정책
Ÿ 고객 지향성
Ÿ 팀워크
Ÿ 정보공유
Ÿ 인사고과시스템

Bansal
(2001)

● ● ● ●
Ÿ 고용안정성
Ÿ 직급 간 차별 

축소
안복영
(2002)

● ● ● Ÿ 인적자원관리

한진수, 
김은정
(2005)

● ● ● ●

Ÿ 종사원 조사
Ÿ 역할명확
Ÿ 근무환경
Ÿ 휴가제도

이병열
(2011)

● ● ● ● ●

이성호
(2012)

● ● ● Ÿ 복리후생제도

김영석
(2013)

● ● ● ● ●

<표 Ⅱ-10> 내부 마케팅의 구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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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훈련

교육·훈련이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의 전략과 비전
을 이해시키고, 조직 환경에 적응하는 태도를 길러 종사자의 지식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
고 담당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된 활동이다. 호텔 종사
자 교육이란 종사자에게 직무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지식 즉 이론, 관행, 교양, 실무 인식 
등을 습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호텔 종사자 훈련이란 특정 직무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태도, 행동,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고 단
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수영, 1995).

호텔 산업 측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종사자의 지식·기술·태도
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을 성장·발전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인적 자원을 최
대의 자원으로 삼는 호텔 기업 측면에서 경영능률향상과 인재육성의 의의가 있다(민승희, 
2002). 호텔 기업에서는 종사자의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고, 이를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
록 양질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며, 종사자의 측면에서는 자기 개발과 이에 따른 대우의 
향상이다(김선미, 2005). 

교육·훈련의 여섯 가지 효과에 대하여 Pigors & Myers(1977)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
다. 첫째, 입사교육훈련으로 신입 종사자는 친밀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둘째, 직무에 
대한 교육 및 훈련으로 작업의 양과 질이 표준 수준에 달하고 임금 증가를 도모할 수 있으
며 셋째, 종사자의 역량이 증진되어 승진에 대비한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넷째, 재
해 발생과 기계 설비의 소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 습득은 물론이고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종사자의 불만과 결근 및 이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모든 구성원들이 변화 적응력을 강화시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까
지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서비스 전달
에 있어 숙련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종사자의 능력과 조직몰입을 극대화시
켜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ecker & Huselid, 1999). 
Ruekert(1992)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전문 기술
이나 고객 욕구에 대한 감각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feffer & Veiga(1999)
는 교육·훈련이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 달성을 위해 조직의 사명과 전략에 대
한 이해를 돕고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며, 태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구성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내부 마케팅은 단기간에 그 성과를 논하기는 어려운 전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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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층의 확고한 실행의지와 탄탄한 지원 계
획, 전폭적인 지원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교육·훈련시스템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내부 마케팅을 함께 구비할 필요가 있다
(Harrison 1993).

나) 내부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정보, 호텔
에 대한 정보 등을 호텔 종사자 사이에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내부 커뮤
니케이션은 호텔 종사자가 고객을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를 위해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종사자 간, 종사자와 관리자, 종사자와 경영자, 관리자와 경영자 간
의 커뮤니케이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이러한 관계가 인식되어야 하고 각자의 역할이 경영과 종사자의 
직무만족, 종사자 역할과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원인과 결과에 있어 일관되어야 한다
(George & Berry, 1981). 또한 이것은 종사자의 동기부여, 교육, 기업의 의사전달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근무의욕과 서비스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함은 고객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내 정보교환이라는 관점에서 정보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조직분위기 개선, 조직 
몰입도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Singh, 2000; Storey & Easingwood, 1993). 또한 커뮤
니케이션이 경영조직 내에서 호텔 종사자들의 감정, 동기 유발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의
사 결정을 하는데 주요한 정보기능을 담당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리더
십 행동들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한다(Mitchell & Scott, 1987).

따라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조직의 유효성을 제고시키고, 종
사자의 직무만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그 산출물인 서비스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생하
므로 서비스 창출과정에서 동료 및 상사와의 인간관계와 종사자와 고객 사이의 상호작용에
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관리자 및 경영자
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종사자 스스로가 이를 실천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긴밀한 유대관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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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층 지원

경영층 지원은 경영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개방된 커뮤
니케이션과 교육·훈련시스템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과정과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종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내부 마케팅의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도구이며,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과 개방적인 태도를 통하여 호텔 종사자가 보다 직무에 관
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중심적인 태도와 행동을 갖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조직 전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ronroos(1990)은 경영자가 조직 활동에서 종사자를 계획에 참여시키고, Kohli & 
Jaworski(1990)는 조직의 경영자는 종사자의 역할 모델이므로 그들의 위치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Gronroos(1990)는 의사 결정과 기획에서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공유와 피드백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며, 종사자의 사기
를 고취시키고, 공식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Lukas & Maignan(1996)은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꾸준히 갖고 그들
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onduit & 
Mavondo(2001)는 문제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알기 위해 개방적인 
조직 분위기를 창출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기획단계와 의
사결정과정에 종사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더 나은 추진력과 업무에 대한 몰입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필요한 정보와 경영자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경영자는 교육·훈련, 의사결정, 기획단계 등의 과정에서 열린 분위기로 쉽
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드백과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전달해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호텔 종사자의 역할 모
델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는 모습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고, 
종사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해 사기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종사자
의 서비스 마인드나 능력은 이러한 상사의 지원과 격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 권한위임

권한위임은 일정 범위만큼의 의사결정권을 호텔 종사자에게 부여하여 특정 상황에 직면
했을 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Berry, 1995). Thomas & Velthouse(1990)는 개인에게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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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 결과에 미치는 영향, 주어진 직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목표를 기준으로 한 직무의 의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직무행동을 
결정하는 선택 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권한위임은 종사자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Goodale, 
Koerner & Roney, 1997), 권한위임 받은 호텔 종사자는 그렇지 않은 종사자보다 그들의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Thorkalson & Murray, 1996). 또한 권한을 얻은 종사자
는 그들의 직무에 대하여 좋은 기분과 태도를 지니고 고객서비스 제공에 있어 더욱 열정적
으로 대응하여 고객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Bowen & Lawler, 1992), 종사자의 직
무만족을 강화시키고(Kotter, 1996),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더욱 높은 성과를 기
대할 수 있게 된다. 호텔 종사자에게 권한위임을 함으로써 종사자의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
성을 증대시키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권한위임의 이점은 
고객요구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충성고객을 창출한다는 것이다(Bowen & Lawler, 1992).

권한위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유와 존경, 그리고 다른 측면은 기대와 책무이며, 
지혜로운 조직에서는 두 가지 모두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한다(Costa, 1995). 조직성과에 
대한 정보, 조직성과를 기초로 한 보상, 종사자로 하여금 조직성과를 이해하고 공헌하게 하
는 지식, 조직의 방향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Bowen & Lawler, 1992).

권한위임은 직무수행에 대한 통제, 수행과업에 대한 인지, 결과에 대한 책임, 보상에 대
한 공정성이 따라야 하며(Berry, 1995), 권한위임의 환경은 규정과 규칙을 최소화하는 조
직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게 직무설계를 구축한 조직에서 존재할 수 있다(Morrison, 
1996). 호텔의 경우 다양한 고객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상황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접하
게 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고려할 때, 권한위임은 종사자의 책임감 하에 신속한 의사결
정을 통해 여러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마) 보상 시스템

보상이란 종사자가 기업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되는 임
금,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보상 시스템은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고
객 지향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인책이며, 단기간에 발생되는 이익이나 
성과에 대한 일회성 보상 보다는 장기적, 객관적으로 관리되고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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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호텔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은 두 가지 유형 즉,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
상으로 나눌 수 있다. 내재적 보상은 스스로 부여하는 보상으로 인정과 평가가 이에 포함
되고, 외재적 보상은 직무에 있어 재정적 보상과 부수적인 혜택, 이익분배, 경력, 승진, 배
상 등이 포함된다(권혁종, 1995). 이러한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의 상호작용은 종사자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보상 형태를 분류하는 이유는 보상 형태에 따라 통제의 정도가 
다르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고, 보상 형태에 따른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Daniel & Esser, 1980). 내재적으로 동기가 부여되는 사람은 업무 자체에서 기
인하는 보상을 추구하는 반면에 외재적 동기가 강한 사람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
신의 업무를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보상 시스템은 종사자 개인에게 경제
적 수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및 종사자의 만족과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호텔 기업에서는 유능한 호텔 종사자의 채용 및 훈련과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
면에서 적절한 보상수준, 공정한 보상구조, 동기유발적 보상지급 및 균형 있는 보상시스템
이 체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Jaworski & Kohli, 1993). 이러한 측면에서 
Lawler(1990)는 우수한 호텔 종사자를 확보·유지·생산적 활용을 통해 기업의 적절한 보
상수준, 공정한 보상구조와 보상체계의 확립에 의해 성공 여부가 결정되므로 외재적 보상
은 개인과 집단 및 기업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Gronroos(1990)는 
보상 시스템이 직원 관리, 직무 설계, 채용 절차, 경력 개발 등 호텔 기업에서 종사자 관리
에 필수적인 도구라고 하였다. Kotler(1996)는 보상 시스템을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
으로 구분해서 호텔 종사자를 교육·훈련 한다면 이들의 성과여부를 파악하여 노력에 대한 
대가성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상 시스템은 개인적 욕구와 기업이 적절한 시기와 수준, 그리고 올바른 보상 
형태를 제공한다면 종사자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고객 지향적 사고를 확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고객 지향적인 
종사자는 호텔 기업에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유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적 자원
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내부 마케팅의 측정

내부 마케팅은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고객과의 접점 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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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다. 이는 다수의 선행 연구와 이론을 기반으로 측정 도구가 개발 및 수정·보완하여 
사용되었다. 호텔, 카지노, 항공사, 여행사, 미용실, 은행, 병원 등 고객과의 접점이 발생하
는 산업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내부 마케팅 요인을 통해 경영 성과, 고객 지향성, 
서비스 지향성, 종사원의 조직몰입, 직무몰입, 직무만족 등의 관계를 보았다.

호텔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보영(2001)의 연
구에서는 Herzberg의 동기·위생 이론을 근거로 내부 마케팅과 관계가 깊은 복지정책요
인, 커뮤니케이션, 인사고과시스템, 보상 및 포상, 상사와의 관계 등 다섯 가지 요인을 도
출하여 측정하였다. 이성호(2012)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조리 부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Harline & Ferrell(1966), Verey & Lewis(1991), 여용재·최호규(2008), 김명
학·이정환(2006), 이수광·이재섭(2003)의 연구를 종합하여 4가지 구성 요인들을 선정하
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총 18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김영석(2013)은 
내부 마케팅 요인을 Normann(1984), Gronroos(1990)와 Berry & Parasuraman(1991), 
Kotler(1996), 이정환(2005), 천덕희(2009)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내부 커뮤니케이션, 
교육제도, 보상제도, 경영층 지원을 내부 마케팅의 구성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각각의 요인
들을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측정항목을 도출하였고,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총 16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배채수(2014)의 연구에서 내부 마케
팅의 측정을 각 변수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는데, 이 이
유는 사회과학분야에서 단일항목으로 측정 할 경우 측정도구의 오차가 없다는 것은 비현실
적인 가정이므로 다항목으로 측정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Gronroos(1990), Bnsal et 
al.(2001), Conduit & Mavondo(2001), 정기한·김대업(2002), 최정순(2003) 이정환
(2005), 여용재(2008) 등이 사용한 내부 마케팅 요인을 근거로 하여 교육·훈련, 내부 커
뮤니케이션, 권한위임, 경영층 지원, 보상시스템을 선정하여 총 20개 측정 변수를 5점 리
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병열(2011)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측정한 도구로 측정하
였다. 이는 앞서 배채수(2014)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분야에서 단일항
목으로 측정 할 경우 측정도구의 오차가 없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므로 다항목으로 
측정하였고,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호텔 산업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교육·훈련은 Harrell & Fors(1995)과 Lukas et 
al.(1996)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Clampitt & Downs(1993)가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경영층 지원은 Harrell & Fors(1995)과 Jaworski & 
Kohli(1993)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권한위임은 Foreman & Money(1996), Hartline 



- 46 -

& Ferrell(1996), Hartline et al.(2000), Rafiq & Ahmed(2000)가 개발한 도구를 바탕
으로, 마지막으로 보상시스템은 Jaworski & Kohli(1993), Foreman & Money(1996), 
Rafiq & Ahmed(2000)가 개발한 도구를 근거로 하여 교육·훈련, 내부 커뮤니케이션, 경
영층 지원, 권한위임, 보상 시스템을 총 24개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 경력동기

1) 경력동기의 개념

경력(career)이란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 및 활동에서 지각된 일련의태도와 행위
(Carson & Bedian, 1994; Greenhaus, 1987; Hall, 1976) 또는 한 개인이 일생을 거쳐 
일이나 직장생활을 통하여 경험하는 총제적인 과정(Baurch & Rosenstein, 1992; 
Greenhaus, Callanan, & Godshak, 2000)을 의미한다. 경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
치, 태도, 동기 등에 초점을 둘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거나 거절, 
이동 등의 행동으로 구성되어있다. 경력의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접근은 기본적으로 경력은 
한 개인의 평생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며, 일련의 직무의 집합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경력
의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최지원, 2015).

동기(motive)란 움직인다는 의미의 라틴어 ‘Movere’에서 유래되었으며,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을 일으키고 방향을 잡아주며, 유지하는 힘의 총합이다(김보경, 2012; 
Schunk, Pintrich, & Meece, 2008). 일반적으로 동기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설명하기 위
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어떤 행동을 발생시키고, 그 행동을 유지시키며, 행동의 방향, 
수준 및 강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London, 1983; Schunk et al., 2008). 

국내에서의 경력동기에 대한 연구는 입직 이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동기 관련 
연구가 다수이지만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들이 조직 내에서 직무에 몰입하
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력동기를 높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안윤
정·문윤경, 2014). 재직자들의 경력동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 속에서 자신의 일 행
동에 대한 장기효과에 대해 생각하고 진로계획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야 하며 경력
선택에 대한 정보와 실질적인 기대감의 조성을 강조하였다(Day & Allen, 2004).

경력동기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한 종류로써 ‘경력과 관련된’동기를 말하며, 자신의 경
력에 대한 결정 및 행동과 관련된 동기에 관한 것으로, 이는 직업의 탐색 및 획득, 현재 
조직의 잔류, 경력계획의 수정, 교육훈련과 새로운 경험의 탐색, 경력목표 설정 및 달성 등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강인주, 2015; London, 1983). London(1983)은 경력동기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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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력정체성을 반영하는 의사결정과 행동, 자신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통찰력, 그
리고 난관을 만났을 때 극복하는 경력탄력성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이 모여진 것으로 정
의하였다. 또한, 경력동기는 개인의 학습이 중요시 되는 조직 환경에 필수적인 동기 요소로
써 자신의 경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력에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태
도를 의미한다고 개념화 하였다(Noe, Noe, & Bachhuber, 1990). 정지현(2005)의 연구에
서는 개인의 경력 정체성, 자신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불리
한 조건하에서도 경력목표를 추구하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경력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행동
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London & Mone(1999)은 경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에 대한 강점과 약점
을 파악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구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피드백을 얻음으로써 
개인은 자기 통찰력이 생기고, 자신의 수행 수준에 개선 가능성이 있고 보다 현실적인 목
표를 설정하려 한다(Ilgen, Fisher, & Taylor, 1979). 따라서 그들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부터 정서를 통제하는 힘을 길러주며,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강화해주는 효과를 갖
는다(London & Mone, 1987; London & Noe, 1997; London & Smither, 1995).

특히 경력동기는 개인의 개발 활동 참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Maurer & Tarulli, 
1994). 개발 활동의 참여는 특히 프로틴 경력 시대에 중요한 것으로써 경력동기가 높은 사
람들은 또한 승진 실패, 실직 등의 경력 장애 상태에서 대처하려는 개인행동과 태도에 영
향을 주기도 한다. 특히, 환경이 지식과 능력의 지속적인 확장을 요구하는 시기에서 경력개
발 활동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London, 1997). 급변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를 개발해야 하며, 자기 스스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태도
를 지녀야 한다(Koonce, 1995). 또한 꾸준히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며, 개인은 자신을 알고 사회를 올바르게 파악하며 자신이 가지
고 있는 기술 및 태도 등을 사회에 적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스스로 동기부여 함으로써 자신의 경력에 대한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은 경력 개발
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 경력동기의 구성 요인

경력동기는 경력정체성, 경력통찰력, 경력탄력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경력동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London, 1983; Noe et al., 1990). 이는 경력특성-요인 이
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London & Noe, 1997). 예를 들어, Holland는 개인의 경력에 대



- 48 -

한 의사 결정이 장벽에 직면 할 수 있는 능력, 직업의 정체성과 확신, 그리고 정보에 대한 
욕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Holland, 1985; Holland, Daiger & Power, 
1980). 경력정체성은 Dubin & Champoux(1975)의 일 몰입, Salancik(1977)의 조직몰
입, 그리고 Organ(1988)의 조직시민행동과 유사한 개념이다. 경력통찰력은 Super(1957, 
1963)의 결정화와 유사하며, 경력탄력성은 강인성, 자아효능감, 성취동기 등 개인의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Lofquist & Dawis(1984)의 직업적응이론에 기반을 둔 유연성 역
시 경력탄력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직업 적응은 외부 환경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일과 자신
에 대한 적응 능력을 의미한다. 직업 적응을 잘하는 개인은 자신이 처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잘 취한다고 할 수 있다. Hall(1976, 1986)은 그의 모델에서 경력동기의 세 
가지 구성 요인을 개인이 성공하는데 있어 자신의 경향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을 보
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력정체성은 경력의 방향성을, 경력통찰력과 탄력성은 각성, 강도, 지속성을 
반영하고(London, 1983; Noe et al., 1990), 다음의 [그림 Ⅱ-5]와 같이 상황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경력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림 Ⅱ-5] London의 경력동기 모형

자료: London & Noe. (1997). London’s career motivation theory: An update on measurement and research. p. 62. 

우선, 경력정체성은 개인이 스스로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직무에 대한 관여, 조직적,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관여(직무몰입, 조직몰입, 경력몰입 
등)와 경력성장 욕구(승진, 경력, 상향이동 등)와 관련이 있다. 일 관여는 경력정체성과 정
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경력 정체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분야의 만족보다 더 경력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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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생각하며, 경력성장 욕구는 승진, 인정, 지배욕구 등에 관한 것이다. 즉, 개인은 
자신의 경력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무와 조직에 몰입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 인정을 받고자 한다. 두 번째 요인인 경력통찰력은 자기 자신, 자신의 목표, 자신
이 속한 조직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력 목표와 연계시
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현재 능력과 지식, 기술 혹은 경력에서 미래에 필요로 
하는 능력, 지식 간의 차이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인지하여 자신의 경력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익히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경력탄력성이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과
정에서 시간 압력, 자원의 부족 등 상황적 제약과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
한 불리한 환경에서 심리적인 나약함을 뜻하는 경력취약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비록 자
신을 둘러싼 상황이 어렵고 부정적일 때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극복하는 능력으로, 본래 
자신이 세운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 자신에 대한 믿음,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성
취 욕구 등을 의미한다(Day & Allen, 2004; Noe et al., 1990). 경력탄력성이 높은 사람
은 주변 환경에 둔감하다는 뜻이 아니라 불리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고 극복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력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주도적, 독립적 및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 따라서 경력동기는 개인적 특성과 경력 의
사결정과 행동, 상황적인 조건과의 관계이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경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태도이다.

3) 경력동기의 측정

London(1983)의 이론에서 그는 Career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력”의 개념으로 정
의하였다. 이에 따라 경력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경력정체성, 경력통찰력, 경력탄력성으로 
구인화하여 Career Motivation Scale(CMS) 23항목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Noe et al.(1990)은 이 이론을 토대로 ‘새로운 업무를 받아들일 것이다’, ‘경력
목표를 수정할 것이다’ 등과 같이 행동에 초점을 둔 경력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26항목
을 개발하였으며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87, 경력정체성 .64, 경력통찰력 .76, 경력탄력
성 .74로 나타났다. 

London(1993)은 경력동기와 권한위임, 상사의 경력개발지원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
에서 경력동기를 측정하고자 ‘업무 수행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변화와 위험감수에 
적극적이다’ 등과 같은 느낌과 태도에 기반을 둔 17문항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경력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구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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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1993)과 Noe et al.(1990)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도구를 개발하였
다. Grzeda & Prince(1997)는 London(1993)과 Noe et al.(1990)의 항목을 통합하여 경
력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30항목을 개발하였다. Day & Allen(2004) 역시 이들의 항목을 
통합하여 21개의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그 외에 
Abele(1994)는 Career Motivation Questionnaire(CMQ)를 개발하였으며, 내적 경력동
기, 외적 경력동기, 직업 외 관심(가족, 작업 시간, 직업 안정도 등)으로 구인화하였다. 반
응형식은 7점 리커트 척도이며 각 하위요소 당 8문항으로 구성된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정
지현(2005)에서 경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몰입하려는 개인의 태도인 경력동기를 측정하
는 도구로 역시 Noe et al.(1990)가 개발한 도구를 ‘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 기술
의 강점/약점을 인지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인지정
도와 느낌에 기반을 둔 10문항의 측정도구로 재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ondon(1993)과 Noe et al.(1990)이 개발한 척도인 Career 
Motivation Scale(CMS) 항목을 통합하여 Day & Allen(2004)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강인주(2015)가 번역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총 19개의 문항, 각 항
목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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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도구명 하위영역 문항수 신뢰도

Noe et al.(1990) CMS
Ÿ 경력정체성
Ÿ 경력탄력성
Ÿ 경력통찰력

26문항 Cronbach ɑ= .64∼76

London(1993) CMS
Ÿ 경력정체성
Ÿ 경력탄력성
Ÿ 경력통찰력

17문항 Cronbach ɑ= .69∼87

Abele(1994) CMQ
Ÿ 내적경력동기
Ÿ 외적경력동기
Ÿ 직업 외 관심

24문항 보고된 내용 없음

Grzeda & 
Prince(1997)

CMS
Ÿ 경력정체성
Ÿ 경력탄력성
Ÿ 경력통찰력

30문항 Cronbach ɑ=.61∼.69

Day & Allen(2004) CMS
Ÿ 경력정체성
Ÿ 경력탄력성
Ÿ 경력통찰력

21문항 Cronbach ɑ= .84

정지현(2005) -
Ÿ 경력정체성
Ÿ 경력탄력성
Ÿ 경력통찰력

10문항 Cronbach ɑ= .87

강인주(2015) -
Ÿ 경력정체성
Ÿ 경력탄력성
Ÿ 경력통찰력

19문항 Cronbach ɑ= .83

<표 Ⅱ-11> 경력동기 측정도구 종합

다. 직무만족

1) 직무만족의 개념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많은 시간 일(직
무)을 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개인에게 있어서 직무만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직
무만족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갖는 태도이며,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를 통해 경험하
는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정도를 말하고, 그에 따른 자아실현과 욕
구충족을 의미한다. 

직무만족의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Smith(1955)는 각 개인이 
본인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좋고 나쁜 감정의 총체 또는 이러한 감정의 균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태도라고 주장하였으며, Vroom(1964)은 개개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
무에 대한 감정 상태라고 하였고, McCormick & Tiffin(1974)은 개인의 직무와 관련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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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체계에 따른 다양한 직무를 통해 얻어지거나 직무로부터 경험하는 욕구 충족의 정도로
써, 개인의 가치체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정의하였다. Locke(1976)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직무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평가한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유쾌하고 긍정적
인 상태라고 정의하고, 그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직무자체, 임금, 승진, 인정, 
복리후생, 감독, 동료, 회사경영방침 등으로 정리하였다. 

Beatty & Schneider(1981)는 직무만족을 종사자가 직무에 대한 가치를 달성하고 촉진
시키는 것으로 종사자별로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얻는 기분 좋은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였
다. 종사자 본인이 직무를 통하여 갖게 되는 좋고 싫은 감정의 조화 상태에서 발생하는 종
속적 태도라고 정의하였으며(Schermerhorn et al., 1994) 또한, Robbins & 
Barnwell(2006)은 종사자 개개인의 직무에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며,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본인 직무에 대한 긍정적·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곧 창의적이며 자발적인 
서비스가 나오게 되지만, 직무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직무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봉규(2006)에서는 직무만족에 대해서 종사자가 자신이 맡은 직
무의 수준이나 직무특성 등에 대하여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조상
은(2011)은 개인의 태도, 가치, 신념, 욕구 등의 수준에 따라 직무 자체를 비롯한 직무 환
경에 대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유쾌한 감정적, 정서적인 만족상태를 말하게 되는 이는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직업 자체, 임금, 승진 기회, 감독, 
동료, 작업 조건 등과 같은 근무 조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느냐를 나타내는 감정적 표
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직무만족의 개념과 정의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Ⅱ-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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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Smith(1955)
Ÿ 각 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좋고 나쁜 감정의 총체 또는 이러한 

감정의 균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태도

Vroom(1964) Ÿ 개개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감정 상태

McCormick & 
Tiffin(1974)

Ÿ 직무를 통해서 경험하는 욕구 만족의 정도

Locke(1976)
Ÿ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태도로써 

직무에 대한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주어지는 만족감과 같은 감정

Beatty & 
Schneider

(1981)

Ÿ 종사자가 직무에 대한 가치를 달성하고 촉진시키는 것으로 종사자별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얻은 기분 좋은 감정 상태

Schermerhorn et 
al., (1997)

Ÿ 직무만족은 수행되는 직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감정 상태

Stephen & 
Robbins(2006)

Ÿ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본인 직무에 대한 긍정적·적극적인 태도와 함께 
창의적이며 자발적인 서비스를 제공, 반면에 직무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직무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김봉규(2006)
Ÿ 직무만족에 대해서 종사자가 자신이 맡은 직무의 수준이나 직무 특성 등에 

대하여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대한 정서 반응

조상은(2011)
Ÿ 직무만족은 개인의 태도, 가치, 신념, 욕구 등의 수준에 따라 직무 자체를 

비롯한 직무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유쾌한 감정적, 정서적인 만족 
상태

<표 Ⅱ-12> 직무만족의 정의

위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직무만족은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감정과 이러한 감정 
상태에서 나타나는 태도이며, 그로 인한 욕구충족의 정도와 가치에 있어서 개인차가 반영
된 결과이다. 이러한 감정은 직무 수행에 있어 직무에 대한 태도와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성과와 자아실현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부터 활발하게 시작된 직무만족 연구는 다양한 직업집단의 상대적인 직무만족 
수준을 밝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무근(2003)은 직무만족의 이론적 정의가 직무자체, 
직무환경, 개인의 특성요인에 따라 정의된다고 보았다. 직무만족을 작업이나 업무에서 역할
과 직무평가 등 직무 자체에 강조를 둔다고 정의하였고, 직무환경에 초점을 둔 정의는 인
간관계, 보수와 작업환경 등 직무 환경에서 느끼는 만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특성 
요인에 강조를 두는 직무만족은 직무경험, 성격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느끼는 만족을 의
미한다. 또한 조직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조직
의 성과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사자 만족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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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김상덕·오세조, 2007). 이러한 직무만족이 호텔 
산업에 더욱 중요한 이유는 종사자가 느끼는 직무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만족이 서비
스를 전달하여 이익·수익을 창출하는 호텔 기업의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고객 접점에서 종사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 산
업에서의 직무만족은 종사자 개인의 발전에도 중요하게 적용되지만, 조직 전체의 운영을 
목표로 쓰일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직무 자체와 직무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2) 직무만족의 구성 요인

직무만족의 구성 요인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Vroom(1964)은 
직무만족의 구성 요인을 개인 특성과 직무 특성으로 분류하고, 개인 특성은 연령, 교육, 지
능, 성별, 직업 수준이고 직무 특성은 조직 관리, 직속 상사의 감독,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안전성, 임금 등으로 분류하였다. Porter & Steers(1973)는 직무만족의 구성 요
인을 조직 요인, 환경 요인, 직무 요인, 개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직 요인
은 급여와 승진 기회, 조직 정책과 절차, 조직 구조 등이 있고, 작업 환경 요인에는 감독 
스타일, 참여적 의사결정, 작업 진단 규모, 동료 작업자와 작업 집단 등이 포함된다. 직무 
요인은 직무 범위, 역할 모호성과 역할 갈등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연령과 근속연수, 개성
을 포함하는 개인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Locke(1976)는 기업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무특성 요인으로 작업 자체, 보수, 승진, 인정, 복지후
생, 근무여건, 감독, 동료, 회사 정책 등을 주장하였다. Martin(1979)은 250여명의 서비스 
관련 회사 직원들에 대한 연구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임금, 회사 참여, 내
부 커뮤니케이션, 공식화된 의사소통, 직무단순화, 인사공정성, 승진의지, 근무연한, 나이, 
교육정도, 결혼여부, 성별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Spinelli & Canavos(2000)는 
호텔 및 레스토랑 직원 만족과 고객 만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직무만
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직원의 참여, 적절한 교육훈련, 직원의 발언권 강화, 능력 있는 
상사 그리고 보수라고 밝혔다. Heskett, Sasser, & Schlesinger(1994)는 고객 만족 실현
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만족이 선행되어야 하고 종사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종
사자에게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감한 권한위임과 한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교
육·훈련을 통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지원체계를 충분히 마련하여 
훌륭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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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연구 가운데 이무근(2003)은 직무만족과 관련된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이에 따르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에는 연령, 
성, 지능, 성격, 직무경험, 직업적 흥미, 직위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는 보수 복
지시설 및 제도, 근무환경, 직업안정, 직장 내 인간관계, 회사 정책과 절차, 관리나 감독 
스타일 등이 있다. 

직업으로부터의 성취감, 실제로 수행함에 있어 느끼는 즐거움과 더불어 직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말하는 직무 내재적 요인과 직무의 본성에 기반을 두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배
경, 조직 환경, 보상시스템에 대한 형평성 인식 등 직무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직무 외재
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유홍준(2000)은 이러한 직무의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보
았다. 내재적 요인에는 직무의 특성, 기술, 조직 구조와 관리방식, 직무의 유형 등이 있으
며, 외재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수입, 업무 시간, 안전과 건강, 동료 및 감독
과의 관계, 보상 시스템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된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이무근(2003)이 구분한 직무만
족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정리해보면, 개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태도와 
감정 상태라는 점과 직무의 특성과 유형 이외에도 외부 환경으로 인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
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 자체와 직무 외적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격
과, 지능, 직무에 대한 인식, 흥미,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직무만
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직무만족은 조직의 전반적인 직무 환경과 직무 자
체의 영향을 받고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직무만족의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Fulford & Enz, 1995). 앞에
서 살펴본 직무만족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직무만족의 영향 요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Ⅱ-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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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성 요인

Vroom(1964)

개인 요인 연령, 교육, 지능, 성별, 직업 수준

직무 요인
조직 관리, 직속 상사의 감독, 사회적 환경, 커뮤니케이션, 

안전성, 임금

Porter & 
Steers(1973)

개인 요인 연령, 근속연수, 개성

직무 요인 직무 범위,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환경 요인
감독 스타일, 참여적 의사결정, 작업 진단 규모, 동료 

작업자와 작업 집단

조직 요인 급여, 승진 기회, 조직 정책과 절차, 조직 구조

Locke(1976) 작업 자체, 보수, 승진, 인정, 복지후생, 근무여건, 감독, 동료, 회사 정책

Martin(1979)
임금, 회사 참여, 내부 커뮤니케이션, 공식화된 의사소통, 직무단순화, 인사공정성, 

승진의지, 근무연한, 나이, 교육정도, 결혼여부, 성별

Spinelli( & 
Canavos2000)

직원의 참여, 교육훈련, 직원의 발언권 강화, 능력 있는 상사, 보수

유홍준(2000)

내재적 요인 직무의 특성, 기술, 조직구조와 관리방식, 직무 유형

외재적 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수입, 업무시간, 
안전과 건강, 동료 및 감독과의 관계, 

보상시스템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이무근(2003)

개인 요인 연령, 성별, 지능, 성격, 직무경험, 직업적 흥미, 직위

환경 요인
보수 복지시설 및 제도, 근무환경, 직업안정, 

직장 내 인간관계, 회사 정책과 절차, 
관리나 감독 스타일

서광열(2009)
내재적 요인 직무자체와 관련된 만족, 성취도, 의욕감, 능력발휘

외재적 요인 임금 및 승진,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후생복지

어윤경(2010)

내재적 요인 하고 있는 일의 내용(직무내용),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간관계

외재적 요인
복리후생제도, 인사체계(승진제도), 고용의 안정성, 임금 또는 
소득,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시간), 근무환경(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조은숙(2013) 직무자체, 급여, 상사와 멘토, 승진과 전망, 동료

임대환(2016)
내재적 요인 직무자체의 민족감, 성장성

외재적 요인 보수,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직무 스트레스

<표 Ⅱ-13> 직무만족 구성 요인 비교

3) 직무만족의 측정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백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Dunham & Smith, 1979). 직무만족 측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의는 일반적 
인 직무만족을 측정하느냐와 각 요인별로 측정한 뒤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느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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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다음으로는 직종이나 직군 및 지역별로 직무만족의 구성 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논
쟁이다(이영면, 2004).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직무만족의 구성 요인으로는 직무 그 자체, 급여 혹은 복리 
후생과 같은 보상, 근로 조건이나 안전과 같은 물리적 환경, 동료, 상사와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개인의 성장, 승진 기회와 같은 발전 가능성, 소속된 조직과 그 조직의 정책 같
은 조직과의 관계, 인정이나 감사함 등이 있다(이영면, 2004). Locke(1976)는 직무만족을 
직무 그 자체, 임금, 승진 및 발전기회, 인정, 복지 후생, 작업 조건, 감독 방법, 동료, 회
사 방침으로 측정하였고, Herzberg, Mausner & Snyderan(1959)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요인(동기요인)과 직무불만족요인(위생요인)을 구분하여 직무만족으로는 성취감, 인정, 작업 
그 자체, 책임, 성과 등을 들고 있으며, 직무불만족요인으로는 회사정책과 관리, 감독, 작
업 조건, 대인관계, 임금, 직무안정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최근 국내의 연구에서는,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정주(2011)의 연구에서는 직무 
전반에 대한 만족을 김성혁·원융희(1992), Mobley, Marsh, & Lim(1994), Porter & 
Steers(1973)에서 활용한 7개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861로 나타났다. 김영석(2013)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Beatty & Schneider(1981), 김
봉규(2006), 김혜정(2002)의 연구에서 활용된 4개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직무만족을 측정할 경우, 현재의 직무에 대하여 만족 혹은 불만족 여부는 알 수 있지만 이
러한 만족·불만족이 어떠한 직무 조건에서 오는 만족감인지 혹은 구체적으로 직무만족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인지, 임금·승진 등의 보상적 특성에 대한 만족인지 명확하게 확
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서광열(2009)은 자신의 직무와 이로 인
해 누릴 수 있는 승진 및 급여,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직무자체 만족, 복리후생제도 등의 
여러 가지 직무 조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리적·심리적 만족에 대한 인식 정도
를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호텔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로는 Pizam & Chandrasekar(1983)은 호텔 
종사자의 직무만족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상의 책임성, 능력 활용가능 여부 등
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Holt(1984)는 능력 활용, 독창성, 도덕성, 독자성, 다
양성 등의 20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원융희(1992)의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특성과 개
인 간의 만족의 차이, 개인 간 서비스 제공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고,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간 직무특성 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직무만족 요인과 서비스제공 수준 간의 관계를 중점적
으로 연구하였다. 이 때 만족요인으로는 미네소타대학의 부설연구소에서 고안한 항목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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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Holt & Saunders가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류 시행한 요인을 기초로 하여 실
증조사를 실시하여 호텔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족요인을 구분하였다(전은선, 1999). 
또한, Saunders(1981)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직무에 대한 능력 활용, 도덕성, 독자성, 다양성, 독창성, 권위, 사회적 
지위, 책임성, 상사와 부하의 관계, 사회정책, 안전성, 임금, 작업조건, 승진, 상사의 지시
능력, 동료관계, 직무수행 능력, 인정, 성취감, 활동성 등의 항목을 반영하였으며, 
Herzberg(1966)의 연구와 같이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고려하여 내재적 만족요인과 외재
적 만족요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Weiss, Dawis, England, & Lofguist(1967)의 미네소타 만족 설문지를 김창곤(2007)
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29개의 측정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신
뢰도는 .933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혜원(2014)의 연구에서는 박아이린
(2005)이 Weiss, Dawis, England, Lofguist(1967)가 개발한 미네소타 만족 설문지를 번
안하고 타당한 Korea-MSQ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내재적 요
인, 외재적 요인 그리고 일반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재적 만족은 .86 외재적 만
족은 .85이며, 직무만족도 전체의 내적일치도는 .88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직무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는 하위요인이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일반적 요인으로 구성된 Hirschfeld(2000)의 도
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특급 호텔 종사자의 직무측정은 요인별 측정 도구가 적합하고, 서
비스 산업분야의 타 직종에 비해 사회적 지위나 가치가 큰 직업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반영
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종호, 2011). 

이 연구에서는 Weiss, Dawis, England, Lofguist(1967)가 개발한 미네소타 직무만족 
설문지를 Hirschfeld(2000)가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로 박아이린(2005)이 번안한 K-MSQ
를 참고하여 총 20개의 문항,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4.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직무만족의 관계

가.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의 관계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 종사자와 의
료 산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의료 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Pettman(1974)은 급여, 종사자의 참여,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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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및 권한분산이 많을수록 종사원의 이직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Simon(1981)은 두 개의 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1,259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
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이직 원인이 내부 마케팅 요인 중 커뮤니케이션과 인
사·승진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김미영(1995)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수, 업
무 부담, 가정에 대한 책임, 근무 시간, 자기발전의 기회, 직장 내 인간관계, 업무의 자율
성, 승진의 기회 등 8가지 요인이 이직의사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합당한 보수 제공, 계속적인 직무 교육, 적정 인력 배치,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 기준, 의료진과의 협동적인 상호관계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이는 내부 마케팅 요
인 중 교육·훈련, 커뮤니케이션, 보상시스템, 근무 환경 등이 관련됨을 의미한다. 두은영
(2004)은 병원조직의 내부 마케팅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직의도
는 내부 마케팅의 모든 유인과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났고, 특히 보상제도와 가장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설명하였다. 치과위생사가 인지하는 병원의 내부마케팅 요인과 이직
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백수민(2009)의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후생 복지, 종
사원 관리 이념 요인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홍범(1999)의 연구에서는 내부 
마케팅 요인과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호텔 종사자의 원활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촉진하
여 회사의 목표와 방침을 이해하고, 부서 간의 정보를 용이하게 습득하도록 지원해줄 때 
종사자들의 이직성향이 낮아짐을 밝히고 있다. 양정영·이윤섭(2003)은 호텔 조직의 내부 
마케팅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직의사에 내부 마케팅 
요인 중 커뮤니케이션, 보상시스템, 업무 지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은경(2006)의 연구에서는 통신회사 인·아웃바운드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내부 마케팅 
설문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여 내부 마케팅 요인을 도출하여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직업의식(직업에 대한 자긍심) 
요인이 이직의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문봉(2010)의 연구 대상
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20-30대 종업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으며 내부 마케팅 요인을 파악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내부 마케팅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보면 커뮤니케이션과 권한위임을 제외한 보상시스템, 근무환경에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 산업과 의료 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부 마케팅 요인들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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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에서 상이한 내부 마케팅 요인이 선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타 업종과는 달리 호텔 
산업에서는 호텔의 다양한 상품에 관한 지식 및 상세 정보, 업무를 위한 정보 지원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객에게 서비스
를 전달하는 종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부 마케팅 요인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나. 이직의도와 경력동기의 관계

이직의도와 경력동기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Baard, Deci, Ryan(2004)이 제안한 
개인의 심리적 동기 중 내적 동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적 동기는 개인의 역량감과 자
기결정감의 두 가지 욕구에 기초하는 동기유형이다. 경력동기의 경력정체성, 경력통찰력, 
경력탄력성이 이러한 역량감과 자기결정감과 맥락적으로 관련이 있다. 즉 경력동기가 자신
의 경력을 정의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불리한 환경을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역량감과 관련
이 있으며, 또한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직의도를 가지는 등 자신의 경력을 결정하
기 때문에 자기결정감과 관련이 있다(강인주, 2015).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문영주(2010)의 연구에서 심리적 동기(Baard et al., 2004)
에 기초하여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적 동기(자아효능
감, 적극적 성향, 긍정적 정서)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심리적 동기 
수준이 높아지면 이직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경력개발, 경력관리와 관련
하여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기제로 경력동기가 높아지면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진(2011)과 심미영(2012)은 경력동기의 하위요인과 동일한 개념인 
개력정체성 및 경력적응성이 프로틴경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프로틴경력은 전
통적 경력과 달리 조직 의존성이 낮은 반면, 이동성이 높고 승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성
장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경력정체성과 경력적응성이 높으면 이직의도가 높아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은 조승균(2012)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베이커리 업
계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프로틴경력이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
다. 즉 프로틴경력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신의 경력성공을 
이직과 결부시켜 판단하며, 자신이 독립적이고 개발 기회 및 경력 선택의 자유 등에 대해 
주도성이 높은 만큼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는 경력동기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주, 2010; 심미영, 2012; 이상
진, 2011; 조승균, 2012; Forrier & Sels, 2003). 

하지만 개인의 내재적 동기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종사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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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경력에 대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직무에 대
한 만족이나 조직에 대한 몰입도는 자연히 증가하게 되고(Robbins, 2005),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했을 때, 이직의도는 낮아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Jang(2008)의 연구에서는 경력동기가 이직의도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며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이라고 밝혔다. 이근영(2012)
의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내재적 동기는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그 자체로 인한 즐거움과 만족을 통해 그 일에 몰입하게 되어 이는 
결국 이직의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경력동
기는 직·간접적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경력 관련 
의사결정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승진, 인정 등의 경력 성장 욕구, 개인의 내재적 동기가 
충족될 때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다.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조직을 대상으로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
되어 왔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선호 외, 2003; 서철현, 2000Hartman & Yrle, 1996; Mark & Dee, 2000; Low at 
el, 2001; Wheeler et al., 2007). Porter & Steers(1974)는 직무만족과 이직 사이에는 
항상 부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직의 요
인을 조직 차원적 요인, 작업 환경적 요인, 직무 내용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인별로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역시 부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그러나 직무만족과 이직과의 관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정도는 각 연구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Newman(1974)은 108명의 사설 요양원 종사원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이직과 직무만족은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다
고 하였다. Mobley(1978)의 연구와 Munchisky(1993)가 연구한 직무만족과 이직의 관계
에 대한 39개의 연구를 개괄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Mok & Finley(1986)은 
홍콩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의 직무만족 수준을 비교하고, 직무만족과 이직의 관계를 조사
하였는데, 식음료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의 종사자보다 직무만족이 낮으며 이들 가운데 
53%는 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직무만족도는 이직과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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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강한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사례도 있다. Cotton & Tuttle은 1979
년부터 1984년 중반까지의 종사원 이직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메타분석을 통해 포괄적으
로 고찰한 결과 전반적인 직무만족과 대부분의 직무 관련 요인들은 이직과 강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Brayfield & Crockett(1955)의 연구에 의하면 불만족과 
이직은 강한 정의 관계로써 종사자와 불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이 높아짐을 밝히고 있
다. 이 외에도 Vroom(1964), Locke(1976), Price(1977), Teas(1983), Scott et 
al.(1998), Dennis(1998), Hinkin & Tracey(2000), Ingersoll(2001) 등의 연구에서 직무
만족과 이직의도는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은용·이수범(2003)은 호텔 조리부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만족감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이었고,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밝혔다. 안형기(2003)는 호텔 
주방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강해
지는데, 이는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면 언제든지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거나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이직을 하거나 독립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김복일(2005)에서는 외식업체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보았는데, 직무만족
은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직무만족의 요인 중에서 작업환경요인(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과 외부환경(이직 용이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희(2013)는 호텔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는데, 직무에 대한 만족을 통해 이직의 변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직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
였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무와 직무 환경
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생활의 질이 높아져 이직
률이 감소된다. 종사자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방향성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직무만족은 종사자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이므로 종사자의 이직의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직무만족의 관계

이직의도 관련 연구들은 직무만족을 중요한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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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개인적·조직적 변수 등을 토대로 이직의도를 설명해왔음을 알 수 있다(Farrell & 
Rusbult, 1981).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직무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현아(1998)는 
내부 마케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내부 마케팅 활동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직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마케팅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소를 
파악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이직의도를 갖게 
되는 원인을 통하여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내부 마케팅 정책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내부 
마케팅 요인으로 인해 조직 몰입이 높아지고 직무만족정도가 상승하여 이직성향이 낮아진
다고 하였다. 

이보영(2002)의 연구에서 서울시내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내부 마케팅 요인 중 복지정책, 교육·훈련, 보상 및 포상제도가 종사자의 전반적
인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이직의도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증명되
었다. 이종법·남외자·이충섭(2009)은 외식기업의 내부마케팅이 종업원만족과 이직에 미
치는 영향을 통해서 외식기업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에 유용한 실증자료를 제시하고자 
내부 마케팅과 종업원만족, 이직과의 구조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식업체의 
내부 마케팅과 종업원만족은 이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영석(2013)의 연구
에서는 호텔 및 서비스기업의 내부 마케팅 요인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체인호텔과 로컬호텔을 비교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결과에 따르면 먼저 로
컬호텔은 내부 마케팅 요인 중에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보상시스템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체인호테에서의 내부 마케팅 요인은 교육·훈련, 경영층 지
원, 보상시스템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와의 관계에서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내부 마케팅 요인과 이직의도와
의 관계에서는 로컬호텔은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경영층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체인호텔에서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그리고 보상시스템 요인이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Jang(2008)은 미국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경력동기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경력동기는 직무만
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을 통해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에
서 구성원들의 내·외적인 경력동기는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유민봉·박성민(2013)은 성장, 존재, 안전에 대한 욕구 수준 등의 충족 수준이 
높을수록 경력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무만족이 향상되고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즉, 개인은 자신에게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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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동기가 발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무만족 향상 및 
이직의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직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
되는 동기 요인들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러 실증연구와 메타분석의 결과에
서 경력성장 욕구, 일 관여 등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자발
적인 이직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임을 보여주었다(Gaertner, 1999; Kim, Price, 
Mueller & Watson, 1996; Price & Mueller, 1986).

지금까지 살펴본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직무만족의 관계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14>와 같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내부 마케팅 요인들은 직무와 그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면 이직률
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력동기는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어 경험하는 모든 일 
즉, 직업세계에서 기인하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태도이며, 자신의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키
면 직무만족이 향상되면서 이직의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선행연구

이직의도 - 
내부 마케팅

구문봉(2010). 고은경(2006), 김홍범(1999), 두은영(2004), 백수민(2009), 
양정영·이윤섭(2003), Pettman(1974), Simon(1981)

이직의도 - 경력동기
강인주(2015), 문영주(2010), 심미영(2012), 이근영(2012), 이상진(2011), 

조승균(2012), Forrier & Sels(2003), Robbins(2005), Jang(2008)

이직의도 - 직무만족

김복일(2005), 안형기(2003), 이은용·이수범(2003), 이상희(2013), 이선호 
외(2003), 서철현(2000), Brayfield & Crockett(1955), Hartman & Yrle(1996), 
Mark & Dee(2000), Low at el.(2001), Porter & Steers(1974), Wheeler et 

al.(2007)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직무만족

김영석(2013), 김현아(1998), 이보영(2002), 이종법·남외자·이충섭(2009), 
유민봉·박성민(2013), Gaertner(1999), Kim, Price, Mueller & 

Watson(1996), Price &Mueller(1986)

<표 Ⅱ-14> 변인들 간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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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모형

이 연구에서는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
만족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그림 Ⅲ-1]). 연구 모형에 따르면 경력동기와 내부 마케팅은 이직에 대한 심리 상태 
혹은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은 내부마케팅, 경력동기와 이직의도 관계에서 매개효
과의 역할을 갖는다.

[그림 Ⅲ-1] 연구의 모형

2. 연구의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특1급과 특2급 호텔에서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객실부, 객실관리부, 
연회·판촉부, 식·음료부, 휘트니스·스파 등 고객접점 부서에 포함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이다.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관광 사업의 일곱 가지 분류 중 ‘관광객의 숙
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
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에 해
당하는 호텔업은 관광숙박업에 속하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
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세분화되는데, 앞서 호텔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관광호텔업에 해당
하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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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1,2급에 종사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특급호텔은 일반 등급 호텔에 
비해 여러 시설과 객실을 운영함으로 인해 조직의 규모가 크고 세분화 되어 있으며(조정주, 
2011), 둘째, 직무별, 직급별로 교육 부서를 통해 계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내부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관광호텔업에 
해당하는 총 734개의 호텔이 있으며, 지역별로 호텔 수와 특1,2급 호텔 수의 분포를 살펴
보면 다음 <표 Ⅲ-1>와 같다. 또한, 관광호텔업의 종사자수는 2013년 기준 48,064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목표모집단의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1개소 평균 종사자 
수는 66.8명인 것으로 이를 통해 특1,2급 호텔에 종사자는 최소 10,888.4명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을 고객과의 접점이 일어나는 부서로 한정하였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객실부, 객실관리부, 연회·판촉부, 식·음료부 등 고객과의 접점이 있
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호텔 종사자는 전체의 80~85%를 차지한다고 언급하여 약 9,300명
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구분 호텔 수 특1,2급 호텔 수

서울 178 53
부산 51 12
대구 19 9
인천 49 9
광주 18 4
대전 19 3
울산 10 3
경기 99 9
강원 39 13
충북 22 2
충남 17 3
전북 27 3
전남 33 4
경북 48 9
경남 42 6
제주 63 15
합계 734 16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운영현황. (2013. 12).

<표 Ⅲ-1> 우리나라 지역별 호텔 및 특급 호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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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보통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수의 표집을 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의표집과 같은 비확률표집의 경우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
에 대한 통계적인 규칙이 제시되지 않고, 비확률표집의 경우에는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
본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McMillan & Kozlowski, 2000). 또한, 연
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수에 상관없이 표본 집단의 절대 수에 기인
하며,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류근관, 
2005). 

이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Krejcie & 
Morgan(1970)에 따르면, 모집단의 수가 약 9,000명일 때, 신뢰도를 고려한 적정 표집
수로 368명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많아질수록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사례수가 너무 많아지지만 통계적으로 변인 간의 중다상관이 과
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독립변인이 유의
미하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분석에 적절한 표본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3. 조사 도구

 이 연구는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를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표 Ⅲ-2>과 같다. 설문지는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
기, 직무만족,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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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내부 마케팅

교육·훈련 Ⅲ. 1 - 4 4

내부 커뮤니케이션 Ⅲ. 5 - 9 5

경영층 지원 Ⅲ. 10 - 14 5

권한위임 Ⅲ. 15 - 18 4

보상 시스템 Ⅲ. 19 - 24 6

경력동기

경력정체성 Ⅰ. 1 - 6 6

경력통찰력 Ⅰ. 7 - 13 7

경력탄력성 Ⅰ. 14 - 19 6

직무만족

내재적 만족
Ⅱ. 1, 2, 3, 7, 9, 10, 

11, 15, 16, 20
10

외재적 만족 Ⅱ. 5, 6, 8, 12, 17, 18 6

일반적 만족 Ⅱ. 4, 13, 14, 19 4

이직의도 Ⅳ. 1 - 5 5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 Ⅴ. 1 - 8 8

총 문항 76

<표 Ⅲ-2> 조사도구의 구성 및 문항

가. 이직의도

이직이 구체적 행동이라면, 이직의도는 태도 또는 행동의도를 뜻하며, 이는 이직의 전 
단계로써 구성원의 자발적인 이직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다. Mobley(1977)에 따르
면 이직은 조직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구성원이 스스로 조직 내 구성원의 자격을 종
결짓고 조직을 떠나는 것이며 이직의도는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
면서 개인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지각되어 직무를 이탈하려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앞으로 실제 이직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
리상태이며, 현재의 조직 혹은 다른 산업으로 떠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생각으로 정의
하였다.

이직의도의 측정도구는 Mobley(1982)가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 종사자인 
베이커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조
승균(201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직의도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Ⅳ의 1-5번 문항
이 이에 해당된다. 반응형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쳐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예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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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
수(Cronbach’s Alpha)는 다음 <표 Ⅲ-3>와 같다.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807, 본조사에서는 .836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61) 본조사(n=336)

이직의도 .807 .836

<표 Ⅲ-3> 이직의도의 신뢰도 계수

나. 내부 마케팅

Berry(1981)는 내부 고객을 종사원으로, 내부 제품을 직무로 개념화하고, 내부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부 제품을 제공함으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내
부 마케팅이라고 정의하였다. 여러 가지 구성 요인들 중 효과적인 내부 마케팅을 구사하기 
위해서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내부 커뮤니케이션, 경영층 지원, 권한위임, 보
상 시스템 요인들로 한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내부 마케팅은 호텔의 내부 고객인 종
사자에게 교육·훈련, 내부 커뮤니케이션, 경영층 지원, 권한위임, 보상 시스템의 다양한 
전략적 활동을 제공하여 고객과의 접점 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불어 호텔 산업 종
사자의 만족을 촉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내부 마케팅 요인 가운데 교육·훈련은 Harrell & Fors(1995)과 Lukas et al.(1996)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Clampitt & Downs(1993)가 개발한 도구
를 바탕으로, 경영층 지원은 Harrell & Fors(1995)과 Jaworski & Kohli(1993)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권한위임은 Foreman & Money(1996), Hartline & Ferrell(1996), 
Hartline et al.(2000), Rafiq & Ahmed(2000)가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보상시스템은 Jaworski & Kohli(1993), Foreman & Money(1996), Rafiq & 
Ahmed(2000)가 개발한 도구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한 이병열(2011)의 도
구를 사용하였다. 내부마케팅 측정도구는 2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Ⅲ의 1-24번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 측정도구는 교육·훈련은 4개,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5개, 경영층 지원
은 5개, 권한위임은 4개, 마지막으로 보상시스템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반응형식은 5
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내부 마케팅 전략 수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이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쳐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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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다음 <표 Ⅲ-4>와 같다.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960이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교육‧훈련 
.846, 내부 커뮤니케이션 .856, 경영층 지원 .936, 권한위임 .918, 보상시스템 .924로 나
타났다. 본조사에서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953이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교육·
훈련 .777, 내부 커뮤니케이션 .853, 경영층 지원 .908, 권한위임 .878, 보상시스템 .927
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61) 본조사(n=336)

내부 
마케팅

.960 .953

교육·훈련 .846 .777

내부 
커뮤니케이션

.856 .853

경영층 지원 .936 .908

권한위임 .918 .878

보상시스템 .924 .927

<표 Ⅲ-4> 내부 마케팅의 신뢰도 계수

또한 내부 마케팅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
하였으며, 모형추정을 위해서는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활용하여 최
대우도법(Maximun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우선, 내부 마케팅 측정도구의 확
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5>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GFI, TLI는 양호한 것으로, χ2, CFI, RMSEA는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 χ2 df GFI CFI TLI RMSEA

내부 마케팅 820.644 233 .839 .906 .889 .087

<표 Ⅲ-5> 내부 마케팅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

한편 내부 마케팅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든 경로계수가 p=.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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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검정되었으므로 측정의 개념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 경력동기

경력동기는 개인의 경력정체성을 반영하는 의사결정과 행동, 자신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
는 경력통찰력, 그리고 난관을 만났을 때 극복하는 경력탄력성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이 
모여진 것을 의미한다(London, 1983). 이 연구에서 경력동기는 교육훈련과 새로운 경험의 
탐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음가짐 및 태도 
정의하였다.

경력동기의 측정도구는 London(1993)과 Noe et al.(1990)이 개발한 척도인 Career 
Motivation Scale(CMS) 항목을 통합하여 Day & Allen(2004)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강인주(201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경력동기의 측정도
구는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Ⅰ의 1-19번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 측정도구는 경력
정체성은 6개, 경력통찰력은 7개, 경력탄력성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반응형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
해 검증과정을 거쳐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다음 <표 Ⅲ
-6>와 같다.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897이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경력정체성 
.726, 경력통찰력 .819, 경력탄력성 .867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
는 .886이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경력정체성 .733, 경력통찰력 .797, 경력탄력성 
.781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61) 본조사(n=336)

경력
동기

.897 .886

경력정체성 .726 .733

경력통찰력 .819 .797

경력탄력성 .867 .781

<표 Ⅲ-6> 경력동기의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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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력동기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였으며, 모형추정을 위해서는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활용하여 최대
우도법(Maximun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우선, 경력동기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7>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GFI, CFI, TLI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χ2, RMSEA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모형 χ2 df GFI CFI TLI RMSEA

경력동기 508.097 135 .872 .846 .805 .091

<표 Ⅲ-7> 경력동기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모형 적합도 지수

한편 경력동기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재변인과 측
정변인 간의 모든 경로계수가 p=.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요인적
재량이 통계적으로 검정되었으므로 측정의 개념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라.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종사자가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로 종사자의 가치판단, 정신건강 및 육
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현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서 직무만족과 불만족의 결과는 
이직의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일반적 요
인에 따라 직무 그 자체와 직무와 관련된 환경을 통해 경험하는 감정과 이러한 감정 상태
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직무만족의 측정도구는 Weiss, Dawis, England, Lofguist(1967)가 개발한 미네소타 
직무만족 설문지를 Hirschfeld(2000)가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박아이린
(2005)이 번안한 K-MSQ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직무만족 측정도구는 20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Ⅱ의 1-20번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 측정도구는 내재적 만족이 
10개, 외재적 만족이 6개 문항, 그리고 일반적 직무만족 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반응형식
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쳐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다
음 <표 Ⅲ-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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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922이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일반적 만족 
.628, 내재적 만족 .869, 외재적 만족 .811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 이 도구에 대한 신뢰
도는 .891이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일반적 만족 .633, 내재적 만족 .824, 외재적 만
족 .773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예비조사(N=61) 본조사(N=336)

직무
만족

.922 .891

일반적 만족 .628 .633

내재적 만족 .869 .824

외재적 만족 .811 .773

<표 Ⅲ-8> 직무만족의 신뢰도 계수

또한 직무만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였으며, 모형추정을 위해서는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활용하여 최대
우도법(Maximun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우선, 직무만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9>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GFI, CFI, TLI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χ2, RMSEA는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 χ2 df GFI CFI TLI RMSEA

직무만족 538.151 141 .853 .857 .807 .092

<표 Ⅲ-9> 직무만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모형 적합도 지수

한편 직무만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재변인과 측
정변인 간의 모든 경로계수가 p=.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요인적
재량이 통계적으로 검정되었으므로 측정의 개념타당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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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15일부터 2016년 5월 15일까지 우편조사 및 온라
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표집 대상으로 선정된 호텔에 대해서는 각 호텔별
로 1명의 조사 협력자를 섭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편조사에서는 각 기업의 조사협력자와 사전에 조사의 취지와 설문 진행시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발송된 우편물에도 설문 진
행에서의 당부사항을 기록한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였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
편을 이용한 설문의 경우 낮은 회수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의 수집은 회수
율을 높이기 위하여 Dilman(2000)이 제시한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각 
기업의 조사 협력자를 확보하고,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사 가
능한 인원을 파악한 뒤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조사협력자가 설문지를 받고 1주일 
후에는 전화통화를 통해 설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설문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설문
조사 진행을 독려하였다. 인쇄물을 통한 설문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조사를 활용
하였는데, 일부 기업의 경우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일부 사이트가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 양식을 작성
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42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404부가 회수되어 96.2%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404부의 설문 중에서 응답자가 이 연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 중복 응답, 불성실 응답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17부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객실부, 객실관리부, 연회·판촉부, 식·음료
부, 휘트니스·스파 등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대상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각 측정변인 중에서 이상치로 판단되는 자료 51
부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336부가 분석에 사용되어 83.2%의 유효자료율
을 보였다.

이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최종 336명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0>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자 39.3%, 여자 60.7%이며,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분포를 이루었으며, 그 중 26세 이상 30세 이하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1세 
이상 35세 이하 27.4%, 36세 이상 40세 이하 17.6%, 20세 이상 25세 이하 13.1%, 41
세 이상 45세 이하 4.2%, 46세 이상 50세 이하와 51세 이상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서별로는 식·음료부 42.3%, 객실부 36.0%, 연회·판촉부 12.5%, 행정부 5.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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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휘트니스 센터, 스파) 2.1%, 객실관리부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은 사
원급 51.5%, 대리급 21.1%, 주임급 14.0%, 과장급 8.0%, 기타(인턴) 2.1%, 부장급 이상 
1.8%, 차장급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71.1%, 계약직 24.1%, 무
기계약직 3.3%, 비정규직 1.5%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별로는 200~300만원 미나 36.3%, 
100~200만원 미만 26.2%, 300~400만원 미만 19.3%, 600만 원 이상과 500~600만원 
2.1%, 400~500만원 미만 1.5%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호텔 재직기간별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 32.1%, 1년 미만 25.3%, 3년 이상 5년 미만 17.3%, 5년 이상 7년 미만 8.3%, 7년 
이상 10년 미만 6.5%, 10년 이상 15년 미만 4.8%, 21년 이상 3.0%, 15년 이상 20년 미
만 2.7%순으로 나타났다. 총 호텔 재직기간별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 22.3%, 1년 미만 
16.7%, 3년 이상 5년 미만 14.9%,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14.6%, 7년 미만 
12.2%, 10년 이상 15년 미만 11.3%, 15년 이상 20년 미만 4.5%, 20년 이상 3.6%순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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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성별
남성 132 39.3

-
여성 204 60.7

연령

20세 이상-25세 이하 44 13.1

Ÿ 평균: 31.89세
Ÿ 표준편차: 6.421

26세 이상-30세 이하 117 34.8
31세 이상-35세 이하 92 27.4
36세 이상-40세 이하 59 17.6
41세 이상-45세 이하 14 4.2
46세 이상-50세 이하 5 1.5
51세 이상 5 1.5

부서

객실부 121 36.0

Ÿ 기타: 부대시설

식‧음료부 142 42.3
객실관리부 5 1.5
연회‧판촉부 42 12.5
행정부 19 5.7
기타 7 2.1

직급

사원급 173 51.5

Ÿ 기타: 인턴

주임급 47 14.0
대리급 71 21.1
과장급 27 8.0
차장급 5 1.5
부장급 이상 6 1.8
기타 7 2.1

고용형태

정규직 239 71.1

-
계약직 81 24.1
비정규직 5 1.5
무기계약직 11 3.3

급여

100-200만원 미만 88 26.2

Ÿ 무응답 42명
Ÿ 평균: 248.86만원
Ÿ 표준편차: 165.839

200-300만원 미만 122 36.3
300-400만원 미만 65 19.3
400-500만원 미만 5 1.5
500-600만원 미만 7 2.1
600만원 이상 7 2.1

주) n=336                                                                        <표 계속>

<표 Ⅲ-1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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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현재 호텔
재직기간

1년 미만 85 25.3

Ÿ 평균: 46.95개월
Ÿ 표준편차: 62.194

1년 이상-3년 미만 108 32.1
3년 이상-5년 미만 58 17.3
5년 이상-7년 미만 28 8.3
7년 이상-
10년 미만

22 6.5

10년 이상-
15년 미만

16 4.8

15년 이상-
20년 미만

9 2.7

20년 이상 10 3.0

총 호텔 
재직기간

1년 미만 56 16.7

Ÿ 평균: 69.76개월
Ÿ 표준편차: 69.502

1년 이상-3년 미만 75 22.3
3년 이상-5년 미만 50 14.9
5년 이상-7년 미만 41 12.2
7년 이상-
10년 미만

49 14.6

10년 이상-
15년 미만

38 11.3

15년 이상-
20년 미만

15 4.5

20년 이상 12 3.6
주) n=336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적 특성 및 연구 
가설에 따라 연구 모형 검증과 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
용될 통계 방법을 연구 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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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문제 통계 방법

기초통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연구문제1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 수준을 구명한다.

평균, 표준편차, 
t검증, F검정

연구문제2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 관계를 구명한다.

중다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연구문제3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및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구명한다.

위계적회귀분석

<표 Ⅲ-11> 연구 문제별 분석방법

이 연구에 적용할 주요 통계방법으로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한 이직의
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등의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일반적 변인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F검증(one-way 
ANOVA: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분석방법 모두 각 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분
산이 같다는 가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서에 사용되는 자료는 독립변인은 범주를 
나타내는 명목척도로 측정되고, 종속변인은 간격척도 혹은 비율척도로 측정된 값이어야 한
다.

셋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상
관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해석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상관계수 해석 기준(<표 Ⅲ-12>)에 따라 상관 정도를 설명하였다.

상관계수 범위 상관관계 해석

± 0.00 ~ 0.20 상관이 거의 없다.

± 0.20 ~ 0.40 상관이 낮다.

± 0.40 ~ 0.60 상관이 있다.

± 0.60 ~ 0.80 상관이 높다.

± 0.80 ~ 1.00 상관이 매우 높다.

자료: Davis. (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Englewood, NJ: Prentice.Hall.

<표 Ⅲ-12> 상관관계의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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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직무만족, 내부마케팅, 경력동기의 설명력과 영
향력을 구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
본 가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첫 번째는 분석 결과를 신뢰하고 일반화하기 위해서 분석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치(outlier)를 분석에서 제외시켜 한다는 것이다. 이
상치란 응답이 극단적인 값을 말하며, 어떤 경우이든 분석 전에 이상치를 탐지하여 분석에
서 제외시켜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별 진단을 통해 표준편차의 절대 값이 3이 넘는 사
례를 삭제(listwise deletion)하는 과정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28개의 사례가 분석에
서 제외되었다.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두 번째는 사례수가 최소 독립변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양병화, 2006; Tabachnick & Fidell, 1989).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에서는 더 많은 사례 수가 필요한데, 독립변인의 약 40배는 되어야 결과를 일
반화 할 수 있다(양병화, 2006). 그러나 사례 수가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가 되는데, 사례 
수가 과도하게 많으면 통계적으로 변인 간 중다상관이 과대평가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에도 독립변인이 유의미하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수가 많은 경우 통계적 유의도를 
평가할 때 실용적 유의도(practical significance)를 따져 보아야 한다(양병화, 2006).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이 가장 많은 경우 3개의 독립변인을 사용하므로 최소 60개의 사례수
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이상치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41명의 사례수를 활
용하여 독립변인 대 사례 수의 비율이 1:20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소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세 번째는 측정된 종속변인과 예측된 종속변인 간 차이, 
즉 잔차(residual)가 예측된 종속변인 점수에 대해 정상분포 하여야 하고(정규성), 잔차는 
예측된 종속변인 점수와 직선적 관계를 가져야 하며(선형성), 예측된 종속변인 점수의 잔차
는 모든 예측변인에 대해 동일(동변량성)하여야 하고, 한 관찰에서 나타난 오차는 다른 관
찰에서 나타난 오차와 상관(잔차의 자기상관)을 갖지 않아야 한다(독립성)는 것이다(양병화, 
2006).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회귀모형에 대해 잔차의 정규성, 선형성, 동변량성, 독립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회귀모형에서 잔차의 산포도가 0을 중심으로 직사각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상확률곡선의 점들 역시 원점을 통과하는 45°를 유지하는 모양을 보였고, 
Durbin-Watson의 d 통계치는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네 번째는 회귀식에 투입되는 독립변인 간에 상관이 높으
면 회귀계수를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므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각각의 회귀모형에 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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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선성을 검증하였고, 다중공선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마케팅,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

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Judd & Kenny(1981), James & Brett(1984),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여러 독립변수들 가운데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그 다음으로 영
향력이 큰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등 상대적 영향력 크기의 순서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
는 분석방법이다(송지준, 2008). 매개효과는 일반적으로 네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
계에서는 원인변인(causal variable)과 결과변인(outcome variable)의 관계를 검증한다. 
[그림 Ⅲ-2]에서 Y를 준거변인(criterion variable)으로 하고 X를 예언변인(predictor 
variable)으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경로 c를 추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원인변인과 매개변
인(mediator)의 관계를 검증한다. [그림 Ⅲ-2]에서 M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X를 예언변인
으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경로 a를 추정한다. 세 번째 단계는 매개변인과 결과변인의 관계
를 검증한다. [그림 Ⅲ-2]에서 Y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M을 예언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경로 b를 추정한다. 네 번째 단계는 M이 X와 Y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
지 검증한다. Y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X와 M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c′
의 값을 추정한다(Kenny, 2014). M이 X와 Y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의 c경로, 두 번째 단계의 a경로, 세 번째 단계의 b경로가 모두 유
의미하여야 한다. 이 때 X의 회귀계수인 c′의 절대값이 첫 번째 회귀식에서 X의 회귀계
수 c의 절대값 보다 작아야한다. 여기서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M은 완전 매
개효과를 갖는 것이며,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M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 만약 a, 
b, c 경로 중 어느 하나라도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내부 마케팅과 경력동기는 [그림 Ⅲ-2]에
서 X에 해당되고, 이직의도는 Y에 해당되며, 직무만족은 M에 해당된다.

[그림 Ⅲ-2] 매개효과분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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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 수준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가.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 

수준

연구문제 1-1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
무만족 수준은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수준
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Ⅳ-1>와 같다.

구분 문항수 평균
표준
편차

반응가능
범위

최소값 최대값

이직의도 5 3.34 .847 5-25 5 25
내부 마케팅 24 3.23 .632 24-120 26 120

교육‧훈련 4 3.51 .672 4-20 6 20
내부
커뮤니케이션

5 3.41 .694 5-25 5 25

경영층 지원 5 3.09 .811 5-25 5 25
권한위임 4 3.30 .728 4-20 4 20
보상시스템 6 2.96 .831 6-30 6 30

경력동기 20 3.79 .432 20-100 50 95
경력정체성 6 3.73 .550 6-30 14 30
경력통찰력 7 3.82 .485 7-35 18 35
경력탄력성 6 3.83 .482 6-30 17 30

직무만족 20 3.49 .481 20-100 40 93
일반적 
직무만족

4 3.20 .625 4-20 6 18

내재적 
직무만족

10 3.68 .491 10-50 20 49

외재적 
직무만족

6 3.37 .607 6-30 9 28

주) n=336

<표 Ⅳ-1> 연구변인에 대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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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평균은 3.34점, 표준편차는 .847, 최소값은 5, 
최대값은 25로 나타났다. 

내부 마케팅의 평균은 3.23점, 표준편차는 .632, 최소값은 26, 최대값은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마케팅의 하위요인인 교육·훈련의 평균은 3.51점, 표준편차는 .672, 최소
값은 6, 최대값은 20으로 나타났다.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평균은 3.41점, 표준편차는 
.694, 최소값은 5, 최대값은 25로 나타났다. 경영층 지원의 평균은 3.09점, 표준편차 
.811, 최소값 5, 최대값 25로 나타났다. 권한위임의 평균은 3.30점, 표준편차는 .728, 최
소값은 4, 최대값은 2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상시스템의 평균은 2.96점, 표준편차
는 .831, 최소값은 6, 최대값은 30로 나타났다.

경력동기의 평균은 3.79점, 표준편차는 .432, 최소값은 50, 최대값은 95인 것으로 나타
났다. 경력동기의 하위요인인 경력정체성의 평균은 3.73점, 표준편차는 .550, 최소값은 
14, 최대값은 30으로 나타났다. 경력통찰력의 평균은 3.82점, 표준편차 .485, 최소값 18, 
최대값 3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력탄력성의 평균은 3.83점, 표준편차 .482, 최소값 
17, 최대값 30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평균은 3.49점, 표준편차는 .481, 최소값은 40, 최대값은 93인 것으로 나타
났다.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직무만족의 평균은 3.20점, 표준편차는 .625, 최소값
은 6, 최대값은 18로 나타났다. 내재적 직무만족의 평균은 3.68점, 표준편차는 .491, 최소
값은 20, 최대값은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직무만족의 평균은 3.37점, 표준편차는 
.607, 최소값은 9, 최대값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 4개 변인의 
5점 평균 점수는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경력동기는 3.79, 직무만족 3.49, 이직의
도 3.34,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내부 마케팅 3.23로 나타났으며, 모두 보통(3.00)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은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이 보통 보다 다소 높은 경력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자신의 직무 및 직무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호텔 기업에서 내부 마케팅 전략이 보통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이직의도의 평균이 3.34로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이 이직의도를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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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

연구문제 1-2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라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부서, 직급, 고용형태, 급여, 현재 호
텔 재직기간, 총 호텔 재직기간에 따라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의 이직의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라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이직의도의 평균점수는 남성이 
3.27, 여성이 3.39로 나타났다. t값이 –1.232 (p=.219)로 유의수준 .05하에서 성별 이직
의도의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이직의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이직의도
남자 132 3.27 .890

-1.232
여자 204 3.39 .817

<표 Ⅳ-2> 성별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2)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에 따라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3>와 같다. 이직의도의 평균점수는 20세 이
상 25세 이하 3.20, 26세 이상 30세 이하 3.36, 31세 이상 35세 이하 3.44, 36세 이상 
40세 이하 3.40, 41세 이상 45세 이하 3.61, 46세 이상 50세 이하 2.16, 51세 이상 
2.12로 나타났다. F값이 4.301 (p=.000)로 유의수준 .05하에서 연령별 이직의도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이직의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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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직
의도

① 20세-25세 44 3.20 .738

4.301***

② 26세-30세 117 3.36 .746
③ 31세-35세 92 3.44 .929
④ 36세-40세 59 3.40 .909
⑤ 41세-45세 14 3.61 .704
⑥ 46세-50세 5 2.16 .329
⑦ 51세 이상 5 2.12 .657

***p<.001

<표 Ⅳ-3> 연령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3) 부서에 따른 차이

부서에 따라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이직의도의 평균점수는 객실부 
3.45, 식·음료부 3.29, 객실관리부 3.84, 연회·판촉부 3.40, 행정부 3.12, 기타(부대시
설) 2.37로 나타났다. F값이 3.098 (p=.010)로 유의수준 .05하에서 부서별 이직의도 수준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이직의도는 부서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 Dunnett T3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인 부서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Dunnett T3

① ② ③ ④ ⑤ ⑥

이직
의도

① 객실부 121 3.45 .864

3.098*

② 식·음료부 142 3.29 .810
③ 객실관리부 5 3.84 .329
④ 연회·판촉부 42 3.40 .802
⑤ 행정부 19 3.12 .888
⑥ 기타 7 2.37 1.048

*p<.05

<표 Ⅳ-4> 부서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4) 직급에 따른 차이

직급에 따라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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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이직의도의 평균점수는 사원급 
3.36, 주임급 3.25, 대리급 3.52, 과장급 3.45, 차장급 2.00, 부장급 이상 2.70, 기타 
2.91로 나타났다. F값이 3.849 (p=.001)로 유의수준 .05하에서 직급별 이직의도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이직의도는 직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 Dunnett T3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직
의도에서 차장급과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인 직급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Dunnett T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직
의도

① 사원급 173 3.36 .779

3.849**

② 주임급 47 3.25 1.042
③ 대리급 71 3.52 .841
④ 과장급 27 3.45 .842
⑤ 차장급 5 2.00 .548 * * *
⑥ 부장급 

이상
6 2.70 .452

⑦ 기타 7 2.91 .107
**p<.01

<표 Ⅳ-5> 직급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5)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고용형태에 따라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6>와 같다. 이직의도의 평균점수는 정규직 
3.34, 계약직 3.43, 비정규직 2.88, 무기계약직 3.00로 나타났다. F값이 1.422 (p=.236)
로 유의수준 .05하에서 고용형태별 이직의도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이직의도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고용형태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 Dunnett T3

① ② ③ ④

이직
의도

① 정규직 239 3.34 .879

1.422
② 계약직 81 3.43 .795
③ 비정규직 5 2.88 .110
④ 무기계약직 11 3.00 .514

<표 Ⅳ-6> 고용형태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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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여에 따른 차이

급여에 따라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7>와 같다. 이직의도의 평균점수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4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4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
만 3.1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40,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60, 600만원 
이상 3.89로 나타났다. F값이 4.467 (p=.001)로 유의수준 .05하에서 급여별 이직의도 수
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이직의도는 급여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인 고용형태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⑤ ⑥

이직
의도

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8 3.40 .779

4.467**

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22 3.49 .861

③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5 3.17 .910

④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 2.40 .200

⑤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2.60 .163

⑥ 600만원 이상 7 3.89 .157
**p<.01

<표 Ⅳ-7> 급여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7) 현재 호텔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

현재 호텔 재직기간에 따라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8>와 같다. 이직의도의 평균
점수는 1년 이하 3.09, 1년 이상-3년 미만 3.37, 3년 이상-5년 미만 3.53, 5년 이상-7
년 미만 3.48, 7년 이상-10년 미만 3.46, 10년 이상-15년 미만 3.65, 15년 이상-20년 
미만 3.64, 20년 이상 2.70으로 나타났다. F값이 3.122 (p=.003)로 유의수준 .05하에서 
현재 호텔 재직기간별 이직의도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이직의도는 현재 호
텔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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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후검정 Dunnett T3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인 고용형태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Dunnett T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직
의도

① 1년 미만 85 3.09 .753

3.122**

② 1년-3년 미만 108 3.37 .837

③ 3년-5년 미만 58 3.53 .931

④ 5년-7년 미만 28 3.48 .685

⑤ 7년-10년 미만 22 3.46 1.011

⑥ 10년-15년 
미만

16 3.65 .714

⑦ 15년-20년 
미만

9 3.64 .958

⑧ 20년 이상 10 2.70 .688

**p<.01

<표 Ⅳ-8> 현재 호텔 재직기간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8) 총 호텔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

총 호텔 재직기간에 따라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이직의도의 평균점수
는 1년 이하 3.10, 1년 이상-3년 미만 3.35, 3년 이상-5년 미만 3.46, 5년 이상-7년 
미만 3.21, 7년 이상-10년 미만 3.76, 10년 이상-15년 미만 3.32, 15년 이상-20년 미
만 3.44, 20년 이상 2.68로 나타났다. F값이 3.857 (p=.000)로 유의수준 .05하에서 총 
호텔 재직기간별 이직의도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이직의도는 총 호텔 재직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
후검정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7년 이상-10년 미만 집단과 1년 이하, 20년 이상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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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고용형태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직
의도

① 1년 미만 56 3.10 .647

3.857***

② 1년-3년 미만 75 3.35 .802
③ 3년-5년 미만 50 3.46 .762
④ 5년-7년 미만 41 3.21 .869
⑤ 7년-10년 미만 49 3.76 .891 *
⑥ 10년-15년 

미만
38 3.32 1.026

⑦ 15년-20년 
미만

15 3.44 .911

⑧ 20년 이상 12 2.68 .624 *
***p<.001

<표 Ⅳ-9> 총 호텔 재직기간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2.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상관관
계는 <표 Ⅳ-10>와 같다.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은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r)가 
-.414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의도와 경력동기는 유의수준 
0.05에서 상관계수(r)가 .113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의도와 직
무만족은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r)가 -.370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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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2-1 2-2 2-3 2-4 2-5 3 3-1 3-2 3-3 4 4-1 4-2 4-3

1. 이직의도 ―

2. 내부 마케팅 -.414** ―

2-1. 교육훈련 -.299** .677** ―

2-2. 내부 
커뮤니케이션

-.250** .819** .516** ―

2-3. 경영층지원 -.354** .915** .476** .690** ―

2-4. 권한위임 -.289** .855** .486** .674** .830** ―

2-5. 보상시스템 -.465** .860** .489** .559** .746** .609** ―

3. 경력동기 .113* .242** .227** .310** .199** .241** .096 ―

3-1. 경력정체성 .028 .210** .228** .250** .144** .172** .124* .841** ―

3-2. 경력통찰력 .173** .217** .198** .294** .212** .227** .043 .871** .564** ―

3-3. 경력탄력성 .084 .193** .150** .250** .151** .220** .080 .857** .583** .653** ―

4. 직무만족 -.370** .648** .431** .579** .568** .605** .518** .418** .345** .322** .415** ―

4-1. 내재적 직무만족 -.230** .487** .362** .504** .398** .470** .335** .457** .376** .332** .479** .890** ―

4-2. 외재적 직무만족 -.399** .667** .457** .567** .595** .629** .534** .315** .246** .254** .315** .898** .652** ―

4-3. 일반적 직무만족 -.388** .565** .280** .411** .537** .488** .558** .252** .229** .218** .198** .792** .510** .718** ―

**p<.01, *p<.05

<표 Ⅳ-10> 연구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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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관계

가.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의 관계

연구문제 2-1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의 관
계는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직의도를 종속변인으
로, 내부 마케팅과 경력동기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였으며, 통제변인으로 직급, 
총 호텔 재직기간을 투입하였다. 연구문제 2-1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1>와 같이 
나타났다. 내부 마케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9.226 나타나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동기는 t값이 4.731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9.59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
귀식에 대한 R2=.310로 31.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813로 잔
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중공선성 검증 결
과, 공차는 .773, .812의 값을 나타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232, 1.294의 값을 보
여, 공차는 0.1보다 작지 않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에 근접하며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이직의도

모형1 모형2

통제변인

직급 -.175*** -.174**

총 호텔 
재직기간

-.130* -.015

독립변인

내부
마케팅

-.476***

경력동기 .250***

R2 .115 .310

△R2 .079 .278

F 3.217*** 9.590***

***p<.001, **p<.01, *p<.05

<표 Ⅳ-11>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및 경력동기의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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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의 관계

연구문제 2-2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의 관
계는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을 종속변인으
로, 내부 마케팅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제변인으로 직
급, 총 호텔 재직기간을 투입하였다. 연구문제 2-2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2>와 
같이 나타났다. 내부 마케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3.305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동기는 t값이 6.505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25.179의 수치를 보이고 있
으며, 회귀식에 대한 R2=.541로 54.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173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중공
선성 검증 결과, 공차는 .700, .816의 값을 나타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232, 
1.294의 값을 보여, 공차는 0.1보다 작지 않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에 근접하며 10보
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직무만족

모형1 모형2

통제변인

직급 .017 -.059

총 호텔 
재직기간

.061 -.042

독립변인

내부
마케팅

.559***

경력동기 .280***

R2 .130 .541

△R2 .095 .520

F 3.704*** 25.179***

***p<.001, **p<.01, *p<.05

<표 Ⅳ-12> 직무만족과 내부 마케팅 및 경력동기의 중다회귀분석

다.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

연구문제 2-3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는 어떠한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직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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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였으며,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직급, 고용형태를 투입
하였다. 연구문제 2-3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3>와 같이 나타났다.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7.469로 나타나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7.48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246로 24.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892로 잔차들 간에 상
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는 
.870의 값을 나타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150의 값을 보여, 공차는 0.1보다 작지 
않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에 근접하며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이직의도

모형1 모형2

통제변인

직급 -.175** -.169**

총 호텔 
재직기간

-.130* -.107

독립변인 직무만족 -.388***

R2 .115 .246

△R2 .079 .213

F 3.217*** 7.480***

***p<.001, **p<.01, *p<.05

<표 Ⅳ-13>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의 단순회귀분석

4.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주는 매개효과
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및 경력동기의 관
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내부 마케팅과 직급, 총 호텔 재직기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아래의 [그
림 Ⅳ-1]과 같이 경력동기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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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의 <표 Ⅳ-14>와 같다. 

[그림 Ⅳ-1] 이직의도와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모형

1단계 회귀계수는 경력동기가 .280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경력동
기 .250,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경력동기 .350, 매개변인인 직무만족은 –.359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에서 t= 6.505 (p=.000), 2
단계 t= 4.731 (p=.000), 그리고 3단계에서 t= 6.512 (p=.000)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경력동기는 2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의 효과(β= .250)가 3단
계에서의 독립변인의 효과(β=.350)보다 절대값이 작게 나타나고 있어 매개 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1단계에서 54.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31.0%, 3단계에서는 36.9%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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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직무만족 이직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통제
변인

직급 .149*** .105* .019 -.020 .019 .018

총 호텔 
재직기간

-.135** -.118* -.115 -.100 -.115 -.142*

내부 
마케팅

.633*** .559*** -.410*** -.476*** -.410*** -.275***

독립
변인

경력동기 .280*** .250*** .350***

매개
변인

직무만족 -.213** -.359***

R2 .481 .541 .262 .310 .262 .369

△R2 .520 .278*** .338***

F 21.223*** 25.179*** 8.135*** 9.590*** 8.135*** 11.675***

***p<.001, **p<.01, *p<.05

<표 Ⅳ-14> 이직의도와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분석

다음으로 경력동기와 직급, 총 호텔 재직기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아래의 [그림 
Ⅳ-2]와 같이 내부 마케팅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Ⅳ-15>와 같다. 

[그림 Ⅳ-2]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모형

1단계 회귀계수는 내부 마케팅이 .559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476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내부 마케팅은 -.275, 
매개변인인 직무만족은 –.359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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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1단계에서 t= 13.305 (p=.000), 2단계 t= -9.226 (p=.000), 그리고 3단계에서 t= 
-4.465 (p=.000)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내부 마케팅은 2
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의 효과(β=-.476)가 3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의 효과(β=-.275)보다 
절대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
는 R2값은 1단계에서 54.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31.0%, 3단계에서는 
36.9%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변인

직무만족 이직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통제
변인

직급 .160* .105* -.066 -.020 -.066 .018

총 호텔 
재직기간

-.125* -.118* -.094 -.100 -.094 -.142**

경력동기 .435*** .280*** .118* .250*** .118* .350***

독립
변인

내부 
마케팅

.559*** -.476*** -.275***

매개
변인

직무만족 -.534*** -.359***

R2 .288 .541 .127 .310 .127 .369

△R2 .520*** .278*** .338***

F 9.257*** 25.179*** 3.325*** 9.590*** 3.325*** 11.675***

***p<.001, **p<.01, *p<.05

<표 Ⅳ-15>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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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
무만족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직의도의 수준이 낮거나 높게 나
타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그리고 직무만족에 대해 분석
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차원에서 어떤 인터벤션을 제공해야 하는지 밝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수준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이 연구에서는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
만족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변인의 5점 환산 평균 점수는 이직의도 3.34점, 내부 
마케팅 3.23점, 내부 마케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3.51점, 내부 커뮤니케이션 3.41점, 
경영층 지원 3.09점, 권한위임 3.30점, 보상시스템 2.96점으로 나타났다. 경력동기의 평균
은 3.79점, 경력동기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경력정체성 3.73점, 경력통찰력 3.82점, 경력
탄력성 3.83점이었으며, 직무만족 3.49점, 직무만족에 해당하는 일반적 직무만족 3.20점, 
내재적 직무만족 3.68점, 외재적 직무만족 3.37점을 보였다. 이와 같이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은 대체로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동기(3.79점)는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비해 내부 마케팅(3.23점)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
며, 내부 마케팅 중에서도 보상 시스템의 평균값이 보통 이하의 수준인 2.9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무만족 중 내재적 직무만족은 다른 두 요인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일반적 직무만족은 다른 직무만족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첫째, 이를 통해 현재의 조직 혹은 다른 산업으로 떠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생각을 가지
고 있는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수준은 보통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특
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가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전문성, 경
력성장 욕구 등의 수준이 보통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
하여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경력 목표와 잘 연계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직에서 실행되고 있는 내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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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 전략을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은 보통 수준으로 받아드리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은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으
로 보통보다 약간 높으며, 외재적 직무만족보다 내재적 직무만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이직의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t검정과, F검정, 사후검증을 통해 이직의도가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차이 즉 성별, 연령, 부서, 직급, 고용형태, 급여, 현재 호텔 재직기
간, 총 호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 고용형태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과 부서, 직급, 급여, 현재 호텔 재직기간, 총 호텔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 이직의도와 관련이 없다는 선행연구(강인주, 2015; 김재현, 
2013; 서민숙, 2013)를 지지하는 한편, 성별이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
행연구(김준환, 2013; 함봉균 2002; 홍윤희, 2013)와는 다른 결과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
이 남성에 비해 이직의도 수준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연령과 재직기
간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 차이는 이를 나타낸 선행연구(강인주, 2015; 김준환, 2013; 임
미연, 2008; 조혜실, 2015; 함봉균, 2002)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령과 재
직기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가족부양책임으로 이직이 쉽지 않으며 조직
에 남아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주며, 조직에 오래 근속할수록 개
인의 조직에 대한 투자도 많아지기 때문에(Porter & Steers, 1982)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연령이 46세 이상 집단에서 이직의도 수준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재직 기간도 마찬가지로 총 호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서, 급여에 따른 차이와 이직의도의 수준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위한 Scheffe 분석 결과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급별 이직의도 수준의 결과는 대리급 종사자의 이직
의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차장급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형태
에 따른 이직의도의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관계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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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무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은 부적 상관을, 이직의도와 경력동기는 
정적 상관을, 마지막으로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내부 마케
팅이 경력동기보다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내
부 마케팅(β=-.476)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경력동기(β=.250)는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가 현재의 조직 혹은 다른 산업으로 떠나고자 하는 심리 상태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는 조직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내부 커뮤니케이션, 경영층 지원, 권한위임, 보상시스템 
등의 내부 마케팅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종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부 마케팅임을 밝히는 선행연구
(고은경, 2006; 구문봉, 2010; 김미영, 1995; 김홍범, 1999; 두은영, 2004; 백수민, 
2009; 양정영 ‧ 이윤섭, 2003; Pettman, 197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자신의 경력개발,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기제로 이 
연구에서의 경력동기와 이직의도의 관계는 경력동기가 높아지면 이직의도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문영주, 2010; 심미영, 2012; 이상진, 2011; 조승균, 2012; 
Forrier & Sels, 200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은 프로틴 경
력 시대에 맞추어 그들이 새로운 경험의 탐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력동기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이근영, 2012; Jang 2008; Robbins, 2005)와 다
른 결과를 보였다.

둘째, 직무만족에 있어서 내부 마케팅(β=.559)이 경력동기(β=.280)보다 미치는 영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 마케팅과 경력동기가 모두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가 재직하는 호텔에서 운
영하는 내부 마케팅 전략이 그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소를 파악
하여 내부 마케팅 정책을 모색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내부 마케팅이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
을 주는 것에 대한 실증분석(김길선 외, 2012; 김현아, 1998; 김영석, 2013; 김한울, 
2013; 박경호, 2002; 이보영, 2002; 이병열, 2010)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고 경험함으로써 목
표 달성의 성취감을 통한 직무만족이 정적인 영향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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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2008)의 연구와 유민봉 ‧ 박성민(2013)의 연구에서 경력동기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지만 자신의 경력동기에 따른 직무만족이 내부 마케
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경력과 직무와의 괴리감, 직
무불일치 등에 따라 직무만족에 미치는 변인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무만
족(β=-.388)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직무만족이 이직의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 연구(이선호 외, 2003; 서철현, 2000; 
Hartman & Yrle, 1996; Mark & Dee, 2000; Low at el, 2001; Wheeler et al., 
2007)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국내 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김복일, 
2005; 안형기, 2003, 이상희, 2013; 이은용·이수범, 2003)를 또한 뒷받침하는 결과이
다. 이를 통해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
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생활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직률이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 마케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부분 매개하여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
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는 그들을 위하여 호텔에서 시행하는 내부 마케팅 전략을 만족할 
때 다른 산업으로 또는 다른 호텔로 이직을 하고 싶은 심리 상태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김현아(1998)의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밝힌 것처럼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
사자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내부 마케팅 요인이 무엇인지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전
략을 수립하는 방법이 이직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경력동기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매개변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동기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마찬가지로 경력
동기가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성장, 발전, 존재 등의 충족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향상되
고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선행연구(유민봉·박성민, 2013; Jang, 2008) 등과 자신의 직무
와 연관되어 경험하는 모든 일이 경력에 대한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고 이는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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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였다. 또한 여러 실증연구와 메타분석의 결과에서 경력성장 욕구, 경력동기 등이 직
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자발적인 이직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
다(Gaertner, 1999; Kim, Price & Mueller, 1986; Price, Mueller & Watson, 1996). 
이는 자신의 경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직의도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경력동기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매개 요인의 영향이 없는 이유는 경
력동기의 하위요인의 개념과 대상 및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판단해 볼 수 있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호텔 산업 특성상 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혹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하고 적응하여 극복하는 상황이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하여 비교적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력 탄력성이 보통 수준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서별 직무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직무를 통
해서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는 경력정체성은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해 비교적 뚜렷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경력통찰력은 조직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경력목표와 
연계시켜 경력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특급 호텔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
느 호텔이든 용이하게 이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특급 호텔 고객
접점 종사자들의 경력동기와 경력동기의 하위요인들은 앞서 변인들의 수준에서 살펴봤듯이 
보통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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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그리고 경력동
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첫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수준을 파악
하고, 이직의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그리고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특1급과 특2급 호텔 종사자인데, 그 중에서도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객실부, 객실관리부, 연회·판촉부, 식·음료부, 행정부, 휘트니스·스파 등의 부대시설 부
서 등에 포함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이다.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가 몇 명인
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목표모집단의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문
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관광호텔업에 해당
하는 총 734개의 호텔이 있으며, 그 가운데 특1,2급 호텔은 전국에 163개있다. 또한 관광
호텔업의 종사자수는 2013년 기준 48,064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개소 평균 종사
자 수는 66.8명인 것으로 이를 통해 특1,2급 호텔에 종사자는 최소 10,888.4명으로 유추
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고객과의 접점이 일어나는 부서 종사자로 한
정하였는데,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접점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호텔 종사자는 전체의 80~85%를 차지한다고 언급하여 약 9,300명으로 예상해 볼 수 있
다. 따라서 특급 호텔에 근무하는 고객접점 종사자 420명을 유의표집 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
동기, 직무만족,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도구는 전문가의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직의도는 앞으로 실제 이직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상태이며, 현재의 조
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조승균(2011)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본조사에서 .836의 신뢰도를 보였다. 내부 마케팅은 여러 가지 전략적 요소를 
통하여 서비스 상품의 품질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그에 따른 종사
자들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를 감소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이병열
(2011)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조사에서 .953의 신뢰도를 보였다. 내부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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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내부 커뮤니케이션, 경영층 지원, 권한
위임, 보상시스템의 신뢰도는 본조사에서 각각 .777, .853, .908, .878, .927로 나타났
다. 경력동기는 교육훈련과 새로운 경험의 탐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음가짐 및 태도 정의하고, 강인주(2015)의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본조사에서 .886의 신뢰도를 보였다. 경력동기를 구성하는 하위변
인에 해당하는 경력정체성, 경력통찰력, 경력탄력성의 신뢰도는 본조사에서 각각 .733, 
.797, .78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은 개인적 특성, 보상, 조직, 환경적 특성
에 따라 직무 그 자체와 직무와 관련된 환경을 통해 경험하는 감정과 이러한 감정 상
태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하고, Hirschfeld(2000)의 도구를 사용하였으
며, 본조사에서 .891의 신뢰도를 보였다.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에 해당하는 
일반적, 내재적, 외재적 직무만족의 신뢰도는 본조사에서 각각 .633, .824, .773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15일부터 2016년 5월 5일까지 우편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통
해 이루어졌고, 420부를 배포하여 96.2%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 된 404부 중에서 고객
과 직접 대면하는 부서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의 종사자는 이 연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
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이상치로 판단된 사례를 추가로 제외하고 33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83.2%의 유효응답률을 보였다.

자료의 분석은 Window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
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05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찰변인의 일반적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
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수준을 구명하고, 이직의도 수준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F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직무만
족이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의 관계에서 혹은 이직의도와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매개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 수준은 3.34점으로 대부분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직무만족은 5점 환산한 평균이 각각 3.23점, 
3.79점, 3.49점이었다. 경력동기는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동기에 
해당하는 경력정체성, 경력통찰력, 경력탄력성은 5점 환산한 평균 점수가 3.73점, 3.82점, 
3.83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부 마케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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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커뮤니케이션, 권한위임은 5점 환산한 평균 점수가 3.51점, 3.41점, 3.30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경영층 지원은 3.0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
고, 보상시스템은 2.96점으로 보통 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직무만족에 해당
하는 일반적 직무만족, 외재적 직무만족은 5점 환산 평균 점수가 3.20점, 3.3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으며, 내재적 직무만족은 3.68점으로 보통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둘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가 연령, 부서, 직급, 급여, 현재 호텔 재직
기간과 총 호텔 재직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이
직의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46세 이상 집단이 가장 이직의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직급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원, 대리, 과장급 집단과 차장급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차장급 집단이 가장 낮은 이직의도 수준을 보였다. 연령, 부서, 급여, 현
재 호텔 재직기간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으나, 사후검정 Scheffe / Dunnett T3 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셋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통제
변인과 함께 내부 마케팅(β=-.476, p<.001)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확
인하였고, 경력동기(β=.250 p<.001)는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이 확인되었
다. 내부 마케팅과 경력동기는 이직의도 변량의 3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에 대해서는 통제변인과 함께 내부 마케팅과 경력동기가 직무만족 변량의 54.1%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 마케팅(β=.559, p<.001)과 경력동기(β=.280, p<.001) 모
두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과 
함께 직무만족(β=-.388, p<.001)은 이직의도 변량의 24.6%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하였
고,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내부 마케팅에 부분 매
개하여 영향을 미치고, 경력동기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는 매개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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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첫째, 이직의도의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은 다

른 산업으로 혹은 다른 호텔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직
의도 수준은 연령, 부서, 직급, 급여, 현재 호텔 재직기간, 총 호텔 재직기간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가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연령이 
46세 이상, 직급이 차장급 이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급여가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이직의도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
수록 가족부양책임으로 현 조직에 남아 있으려고 하고, 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
이 조직에 대한 투자와 조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등 현재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에서의 노력
도 중요하지만 내부 마케팅과 같은 조직수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 때 내부 마케팅 전
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가 그들의 직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조직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이직률을 낮추지 못할 것이다. 즉, 특
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육·훈련,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보상시
스템, 경영층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만족감을 얻을 때 비
로소 이직률이 감소한다.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매개변
인으로써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내부 마케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
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봤을 때 특급 호텔 고객접
점 종사자가 현재의 호텔 혹은 다른 산업으로 떠나고자 하는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들
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내부 마케팅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직의도
와 경력동기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매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연구결과는 대상 및 산업의 특성과 경력동기의 하위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의 경력동기는 직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성립하
고 조직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경력 목표를 수립하는 것으로 직무 그 자체와 직무 환경에 
있어서 긍정적인 만족감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경력동기는 이직의도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은 호텔 산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접
점 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는 훈련이 비교적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경력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각의 직무가 부서별로 전문성이 요구되
기 때문에 직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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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직에 대한 이해와 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력목표와 연계시키는 경력통찰력은 경력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급 호텔 고
객접점 종사자는 어느 호텔이든 용이하게 이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노령화, 파트타임제, 재택근무 확대, 태도와 가치체계의 다양화 등 
최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는 개인이 지속적
인 학습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경력 성장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
를 프로틴 경력 태도라고 하는데, 프로틴 경력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
치에 따라 자신의 경력 성공을 이직과 결부시켜 판단하며, 자신의 개발 기회 및 경력 선택
의 자유 등에 대하여 주도성이 높은 만큼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
서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의 경력 성장과 승진 등의 경력 목표를 현 호텔 조직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3. 제언

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먼저 이직의도의 구인에 
대한 지속적 탐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를 단
일 문항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직의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장 대표
성 있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직의도 문항에서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 다른 조직
으로의 이직, 현재 조직에서의 잔류의사,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잔류 의사 등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이직이라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개인의 변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속성의 변인이다. 따라서 이직의도와 잔류의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연구를 통해 이직의도의 구인을 보다 정교화 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내부 마케팅 요인으로 교육·훈련, 내부 커뮤니케이션, 경영
층 지원, 권한위임, 보상시스템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도출하였다. 하지만 특급 호텔 고객접
점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내부 마케팅 외에도 직무스
트레스, 상사의 리더십 등 다양한 감정적 차원의 요인이 많기 때문에 내부 마케팅 전략과 
경력동기로 모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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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특성상 이들의 감정적 차원을 고려하고 이러한 점이 향후 연구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부 마케팅의 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구체적으로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파악한다면 호텔 기업은 경영 정책, 업무 지원 등 내
부 마케팅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하고 참여해야 한다.

셋째, 호텔 종사자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Front of House에 해
당하는 직원과 호텔 운영 측면에 해당하는 Back of House 간의 부서별 업무 특성이 많이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직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호텔 운영 측면에 해당하는 Back of 
House 직원들의 이직의도에는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내
부 마케팅, 경력동기 그리고 직무만족의 관계는 어떠한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이 연구에서 이직의도,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개인의 경력을 계획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경력동기와 조직에서 제공하고 시행하는 내부 마
케팅 전략에 대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이 아닌 직장만족 혹은 조직만족을 측정하여 이직의
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변인들과의 관계
에서 직무만족이 매개 영향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면, 내부 마케팅 전략에서 간과하고 
있는 호텔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지 이는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첫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하여 조직은 이들의 니즈를 
파악한 내부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산업 특성상 고객 접점 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가 빈번하여 호텔 종사자에게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영층의 지원과 권한위임이 어
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호텔 종사자들에게 교육·훈련은 고객과의 만남에서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 직무 훈련뿐만 아니라 직무기
술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업무에 도움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등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여러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해야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
기 때문에 내부 커뮤니케이션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특급 호텔 고객접
점 종사자들이 그들의 직무를 즐거운 감정 상태로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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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내부 마케팅 전략을 실질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특급 호텔 고
객접점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개개인이 니즈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서는 기존에 수립된 내부 마케팅에 대하여 종사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혹은 종사
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종사자에게 필요한 직무 교
육,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체크인/체크아웃 교육 및 돌발 상황에 대한 훈련 
등을 마치고 평가를 통해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 또는 추
가할 부분이 있으면 내부 마케팅 전략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둘째,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는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와 프로틴 경력 시대에 살아가
면서 자신의 개발 활동, 경력 달성을 위해 본인 스스로 지식, 기술 태도를 지속적으로 확
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경력개발 활동이 필요하다.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과 분야 안에서 전
문성을 높이고 특히 호텔 분야의 특징 중 하나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수립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호텔 조직에서 내부 고객의 만족을 위해 운영하는 내부 마케팅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 활동이 또 다른 경험과 자신
의 경력을 위해 이직을 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난다. 특
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경력개발 활동을 충족시켜줄 조직의 변화가 없다면 
이들은 이직을 준비하고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조직성과의 향상과 더불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조직차원에서 경력관리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를 추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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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예비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특급 호텔 고객접점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결과는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는 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설문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항에 따라 현재 자신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고 생각

하시는 문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0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임 소 현

지도교수 정 철 영

연구자 연락처: 02)880-4895, 010-9035-8601

Email: sohyun.im@snu.ac.kr



- 129 -

Ⅰ. 다음은 내부 마케팅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1. 교육·훈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호텔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훈련이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호텔에서는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받도록 장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호텔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은 매우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Ⅰ-2. 내부 커뮤니케이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우리 호텔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의사를 

활발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호텔은 직원들 간에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의사

교환이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호텔은 직원들 간에 업무 외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사 교환이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호텔은 관련 부서 간에 업무와 관련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호텔은 공식적인 업무계통과 보고 경로 외에도 비공

식적인 의사 전달 경로가 확보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Ⅰ-3. 경영층 지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우리 호텔의 경영층은 개방된 의사소통을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호텔은 경영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호텔의 경영층은 계획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직원

들을 참여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호텔의 경영층은 업무관련문제 발생 시 해결지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호텔은 부서 간 또는 직원 간의 업무협조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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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 권한위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우리 호텔은 직원에게 의사결정 재량권을 허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호텔은 문제해결 시 직원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호텔은 직원의 판단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호텔은 직원의 창의적 사고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Ⅰ-5. 보상 시스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우리 호텔은 회사에 이익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상응 하는 보상을 해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호텔은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

하는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호텔은 영업 또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호텔은 고객의 평가를 직원의 보상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호텔의 보상정책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호텔의 보상정책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이직의도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이직의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업무가 비슷하다면 다른 호텔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금의 호텔을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실제로 호텔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현 직장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직장으로의 전직을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직장의 보다 나은 직무로 전직이 가능하다면 전직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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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경력동기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경력동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내가 맡은 업무에 몰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 내가 맡은 업무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개인시간에도 종종 업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와 관련된 학위 과정이나 자격 코스를 수강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 내가 맡은 업무와 연관되게 경력개발을 수행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미래의 승진이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업무를 자발적으로 맡아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경력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상황 변화에 따라 경력목표를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경력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명확한 경력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실현 가능한 경력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강점(잘하는 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의 약점(잘 하지 못하는 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경력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의 업무변경 등과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

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나의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잘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상사가 지시하기 전에 업무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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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직무만족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직무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부여되는 업무량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혼자 독립적으로 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때때로 반복되지 않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장에서 ‘중요한 인물’(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상사가 부하직원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상사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능력을 활용해서 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사내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업무량에 비한 급여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승진 기회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자신의 방식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직업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직장 동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는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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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응답한 일반적인 사항은 단지 자료의 분석에만 

사용되며, 개인의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___________

3. 귀하의 부서는? 

① 객실부 ② 식·음료부 ③ 조리부 ④ 보안·시설부 

⑤ 인사·재정·구매부 ⑥ 객실관리부 ⑦ 연회·판촉부 

⑧ 행정부(총지배인, 비서, 부총지배인) ⑨ 기타

4. 귀하의 직위는?

① 사원급 ② 주임급 ③ 대리급 ④ 과장급 ⑤ 차장급 

⑥ 부장급 이상 ⑦ 기타

5. 귀하의 고용형태는? 

① 정규직 ② 계약직 ③ 비정규직 ④ 무기계약직 ⑤ 기타

6. 귀하의 현재 월 평균 급여는?  __________만원

7. 귀하의 현재 호텔 재직기간은?   __________개월

8. 귀하의 총 호텔 재직기간은?  __________개월 

-긴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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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본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특급 호텔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내부 마케팅, 경력동기 및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결과는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는 시간은 약 15~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문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항에 따라 현재 자신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고 생각

하시는 문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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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경력동기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경력동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내가 맡은 업무에 몰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 내가 맡은 업무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개인시간에도 종종 업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와 관련된 학위 과정이나 자격 코스를 수강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 내가 맡은 업무와 연관되게 경력개발을 수행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미래의 승진이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업무를 자발적으로 맡아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경력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상황 변화에 따라 경력목표를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경력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명확한 경력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실현 가능한 경력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강점(잘하는 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의 약점(잘 하지 못하는 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경력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의 업무변경 등과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나의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잘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상사가 지시하기 전에 업무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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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직무만족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직무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부여되는 업무량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혼자 독립적으로 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때때로 반복되지 않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장에서 ‘중요한 인물’(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상사가 부하직원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상사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능력을 활용해서 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사내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업무량에 비한 급여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승진 기회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자신의 방식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직업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직장 동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는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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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내부 마케팅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1. 교육·훈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호텔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훈련이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호텔에서는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받도록 장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호텔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은 매우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Ⅲ-2. 내부 커뮤니케이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우리 호텔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의사를 

활발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호텔은 직원들 간에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의견교환이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호텔은 직원들 간에 업무 외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호텔은 관련 부서 간에 업무와 관련된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호텔은 공식적인 업무 보고 경로 외에도 비공식적인 

의견 전달 경로가 확보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3. 경영층 지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우리 호텔의 경영층은 개방된 의사소통을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호텔은 경영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호텔의 경영층은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직업들을 참여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호텔의 경영층은 업무관련문제 발생 시 해결 

지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호텔의 경영층은 부서 간 또는 직원 간의 업무

협조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잘 시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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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권한위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우리 호텔은 직원에게 의사결정 재량권을 허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호텔은 문제해결 시 직원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호텔은 직원의 판단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호텔은 직원의 창의적 사고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5. 보상 시스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우리 호텔은 회사에 이익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상응 하는 보상을 해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호텔은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

하는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호텔은 영업 또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호텔은 고객의 평가를 직원의 보상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호텔의 보상정책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호텔의 보상정책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이직의도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이직의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업무가 비슷하다면 다른 호텔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금의 호텔을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실제로 호텔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현 직장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직장으로의 전직을 생각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직장의 보다 나은 직무로 전직이 가능하다면 전직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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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응답한 일반적인 사항은 단지 자료의 분석에만 

사용되며, 개인의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___________

3. 귀하의 부서는? 

① 객실부 ② 식·음료부 ③ 조리부 ④ 보안·시설부 

⑤ 인사·재정·구매부 ⑥ 객실관리부 ⑦ 연회·판촉부 

⑧ 행정부(총지배인, 비서, 부총지배인) ⑨ 기타

4. 귀하의 직위는?

① 사원급 ② 주임급 ③ 대리급 ④ 과장급 ⑤ 차장급 

⑥ 부장급 이상 ⑦ 기타

5. 귀하의 고용형태는? 

① 정규직 ② 계약직 ③ 비정규직 ④ 무기계약직 ⑤ 기타

6. 귀하의 현재 월 평균 급여는?  __________만원

7. 귀하의 총 호텔 재직기간은?  __________개월 

8. 귀하의 현재 호텔 재직기간은?   __________개월

- 긴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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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urnover Intention, 

Internal Marketing, Career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Luxury Hotel Employees at Service Encounter

 by So Hyun Im

Dissertation for the Master for Science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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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Advisor: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urnover 
intention, internal marketing and career motivation of luxury hotel employees at 
service encounter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rough job 
satisfaction. Specific objectives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 were as follows: 
first, to identify levels of turnover intention, internal marketing, career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and characteristics through demographic(gender, 
age, department, position, status of employment, salary, year of employment at 
current hotel, whole year of hotel career); second, to identify the effect of 
internal marketing, career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third, to find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among turnover 
intention, internal marketing, and career motivation.

 The survey instrument used in this research for data collection was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turnover intention scale, internal marketing scale, 
career motivation scale, and job satisfaction scale. These scales are verified 
validity and reliability by with procedure of expert reviewing and pilo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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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had been collected by mail and online surveys from 15th April to 15th 
May, 2016. A total of 404 out of 420 questionnaires, showing a 96.2% percent 
return rate.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s, they were filtered 
further: unanswered questions, repeated answers, and luxury hotel employees 
who do not work at service encounter. 336 were used of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and concluded that 83.2% percent of the questionnaire was valid.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4 by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level of turnover 
intention, internal marketing, career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outcomes of 
luxury hotel employees at service encounter was slightly higher than normal. 
Second, there are the differences between age, department, position, salary, 
year of employment at current hotel, and whole year of hotel career of turnover 
intention of luxury hotel employees at service encounter. Third, internal 
marketing had a negative direc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outcomes. 
However, career motivation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outcomes. Fourth, job satisfaction outputs had stable mediating effect between 
turnover intention and internal marketing. On the other hand, job satisfaction 
outputs had unstable mediating effect between turnover intention and career 
motivation.

From th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made. First, the level of 
turnover intention outcome of luxury hotel employees at service encounter was 
above average and they were considering turnover in a different industry or 
other hotels. Second, in order to reduce the level of turnover intention, it is 
important to make an effort at the individual level; however, the efforts of 
organization such as internal marketing is also needed. Third, career motivation 
is to give positive satisfaction to establish their own career objectives by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and building their identity. However, due to the 
character of hotel industry, corresponding a training as unexpected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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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customer is relatively familiar to hotel employees. Also, since each job 
is required to become a professional department, working in luxury hotel 
employees could gain employment at any type of hotel that they would like to 
be employed in. Fourth, relationship between turnover intention outcome and 
internal marketing outcome, job satisfaction has a mediating effect, the 
importance of luxury hotel employees at service encounter turnover intention 
must be emphasized.

 Suggestions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arching continuous 
information for turnover intention is needed. Second, as the population belongs 
to a group of the emotional labor industry, it is likely to be considered the 
emotional dimension in future studies. Third, considering what kind of variables 
effect back of house employees who are not in service encounter department is 
needed as well. Fourth, not only job satisfaction but also work satisfaction or 
organization satisfaction of luxury hotel employees at service encounter and 
about how the employees feel about the organization or workplace that is 
recognized, needs to be considered. To apply the researched work: first, to 
lower the level of turnover intention of luxury hotel employees at service 
encounter, organization should encourage and support them to practically 
participate in internal marketing which are established specifically and 
systematically based on their needs. Second, living in proteen career society, 
luxury hotel employees at service encounter need to expand their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for achieving their career. Third, an organization should 
recognize the needs of luxury hotel employees at service encounter and pursue 
change for personal growth and development as well as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Key words : Turnover Intention, Internal Marketing, Career Motivation, 
Job Satisfaction, Luxury Hotel Employees at Service Encounter

Student Number : 2014-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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