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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인 자원 리의 궁극 인 목 은  경 성과의 증 에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호텔 스토랑의 모집과 선

발, 교육과 개발, 보상과 효익, 성과측정 등의 인 자원 리 기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연구의 결과는 모집과 선발, 교육과 개발이 정서  몰입에, 보상과 효익, 성과평가가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호텔 스토랑 운 상 인 자원 리의 새로운 지표를 나타내는 결

과이다. 

 ■ 중심어 :∣인적자원관리 기법∣조직몰입∣

Abstract

The ultimate go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to improve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This study explored how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such as 

recruitment and selection, training and development, compensation and benefits, and 

performance appraisal affec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Korean hotel restaur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recruitment and selection, training and development have 

influence on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le compensation and benefits, and 

performance appraisal have impact on continu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presenting a new direction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operation of hotel restaura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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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 자원 리의 근본 인 목 은 기업의 경 성과 

극 화에 있다. 이와 같은 에서 많은 기업들은 경

쟁우 를 달성하기 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새로

운 아이디어로 우수한 고객서비스를 창출하고 신속하

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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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호텔기업 내 스토랑은 다양한 형태의 

외식업체의 등장과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도심 외곽으

로 이탈하는 상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 가 형 숙

박업소의 증가 추세 등의 부정 인 환경을 하고 있

다. 이러한 호텔기업 스토랑의  경쟁환경에 한 변

화는 경 자로 하여  고객을 지속 으로 보유하는 

, 경쟁 호텔의 고객을 유인하는 에서 략을 추

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와 같은 호텔의 략에 의해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표 인 개념이 호텔 서비스 품질이다. 호텔 서

비스 품질이란 고객에 의해 우수하다고 평가되면 고객

이 지속 인 구매활동을 벌이게 되며 높은 수익과 경

성과를 창출하는데 근간이 되는 요한 개념이다[2]. 

고객이 평가하는 서비스 품질의 다섯 가지 차원은 유

형성, 확신성,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인데, 이들 차원 

에서 유형성은 자본을 바탕으로 한 성격이 짙어 상

인 경쟁우 를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다[3]. 

그러나 유형성을 제외한 네 가지 차원은 서비스를 

달하는 인 자원과 련된 내용으로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입장에서 신속한 서

비스 달의 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에서 호텔기업에서의 서비스품질의 향상을 통한 

장기 인 경쟁우 는 문  지식, 기술, 역량을 갖춘 

인 자원이 토 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4]. 결국 호텔기

업은 고객과 직  하는 인 자원에 한 의존도가 

강하고 인 자원을 어떻게 리하는가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5]. 

따라서 호텔과 같은 서비스산업에서는 인 자원 

리에 한 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맞춰 보유한 인

자원에 한 효율 인 리기법을 발휘하여 최 한의 

수 으로 경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경 성과 향상을 한 인 자원 리에 한 

구체 인 실행기법은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방출의 5

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일반 으로는 이 다섯 가지 기법

이 총체  에서 수행 되어야 조직의 성과에 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 다[6]. 

조직성과의 표 인 개념이 인 자원에 한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다. 조직몰입이란 

조직과의 가치 이 일치하거나 조직의 보상이 하

여 조직에 남아있게 되고 조직을 해서 에 지와 충성

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한 조직몰입은 조직의 

유효성 측면에서 여타의 련 변수보다 근본 인 토

를 이루는 개념이다[7].

호텔기업과 같은 서비스기업의 인 자원 리와 기업

의 조직성과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효과 인 인

자원 리는 인 자원이 직무성과를 향상시켜 기업

의 조직성과  조직유효성을 증 시킨다는 연구[5], 확

보, 개발, 보상, 직무평가의 네 가지 기법들에 집 하면 

기업의 경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주류를 이

루고 있다[8]. 그러나 각각의 기법들이 다양한 성과 변

수들에 미치는 향력의 차이에 해 이루어진 연구는 

지극히 부족한 것이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인 자원 

리의 구체 인 네 가지 기법인 확보, 개발, 보상, 직무평

가가 호텔기업의 조직성과의 표  개념인 조직몰입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밝 내는 한편, 각각의 

기법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력의 차이를 밝  호

텔 스토랑의 인 자원 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과 기법 

인 자원은 기업의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기업의 경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개념이다[9]. 

한 인  지원 리가 기업의 주요 자원으로 집 되

는 이유는 경쟁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개별 인 인 자원 리 기능보다는 총체

으로 상호간 연결되고 집 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

자원 리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인 자원 리는 근본 으로 첫째, 기업이보유한 사람

에 해 확보하고 개발하여 한 보상을 통해 우수한 

인 자원을 장기간 다수를 보유하는 측면에서 수행되

어야 한다. 

둘째로는 공정한 직무평가를 통해 기업에 정 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8 Vol. 8 No. 12406

측면에서 직무를 리해야한다[6]. 

한편, 인 자원 리의 근본 인 목 은 기업성과를 

극 화 하는데 있다. 따라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인

자원 리가 기업조직의 성과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친다는 측면에 집 되고 있으며[10], 인 자원 리

는 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월하여 기업의 경쟁우

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개 하고 있다

[11]. 

인 자원 리와 기업이 성과의 계에 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인사제도가 구성원의 정 인 행동에 

향을 미쳐 기업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행동주의  

에서의 연구[12][13], 인 자원 리 시스템  근에 의

해 인 자원의 역량을 배양하면 인 자원의 정 인 

행동에 의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 에서의 연구[14], 리비용과 상호거

래비용을 이려는 내부 통제 체계를 통해 인 자원의 

부정 인 행동이 감소하게 되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진

다는 리인 이론(agency theory)/거래비용이론

(transaction cost theory) 에서의 연구[15][16], 기업

조직의 인 자원 자체가 기업의 경쟁우 의 원천이라

는 측면에서 기업조직 역량을 극 화하여 기업의 성과

로 이어진다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view)

에서의 연구[17][18]등이 주축을 이루고 행해져 왔다.  

국내 기업을 상으로 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높

은 몰입수 의 인 자원 리시스템이 기업의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19][20], 기업조직의 인

자원 리시스템과 기업의 경 성과 간의 유의 인 

상호 향력 있는 계를 검증한 연구[21]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호텔과 같은 서비스 산업을 상으로 한 연구들

은 기업의 인 자원 리 기법들을 잘 수행하게 되면 종

사원들이 기업에 한 충성심이 증가되고 고객지향

으로 변화하여, 보다 높은 수  서비스 품질을 고객에

게 제공하게 됨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22-27]. 

그들은 보다 구체 으로 인 자원 리 기법

(practices)들에 해서 확보(recruitment) 개발

(training/development), 보상(reward system), 공정한 

성과평가(performance appraisal), 합리 인 직무평가 

(job evaluation)등을 제시하고 이 기법들을 잘 수행하

게 되면 기업의 성과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상과 같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호텔기업과 같이 

서비스품질이 요하게 작용하는 기업에서는 소속 인

자원에 한 효율 인 인 자원 리 기법을 동원해

서 인 자원의 직무성과를 극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 효율 인 인 자원 리는 인

자원의 호텔기업에 한 태도  의식을 정 으로 움

직이게 되고 궁극 으로는 기업의 경 성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2. 조직몰입

조직몰입이란 조직과 련된 개인의 심리 인 상태

를 말하며 단순히 조직에 한 충성심과는 다른 개념으

로써 조직이 존속되고 발 되도록 조직구성원들이 조

직을 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극 인 계를 뜻한다

[28].

조직의 행동 인 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한 몰입 수 이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성과가 높아지

고 조직 유효성의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

직몰입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9]. 한 조직

몰입은 여타의 성과변수들보다 조직의 체 이고 포

인 개념이고 다른 조직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일

체감으로서 조직성과에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다[30].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에 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조직의 구조, 조직의 인 자원 리 시스

템, 조직의 보상시스템, 조직구성원의 욕구에 한 만

족, 직무 자율성의 수 , 구성원 직무의 요성, 조직의 

문화와 규범, 감독자의 지원 등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

입 등의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 다

[31][32][19-21].

Ⅲ. 연구조사 설계 

1. 조사 설계 및 가설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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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기업과 같이 개별화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불특

정 다수의 고객을 신속히 만족시켜야 하는 특성을 가진 

기업에서 갖추어야 될 요건이 우수한 서비스 품질의 창

출과 지속 인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인 자원에 한 

의존도가 큰 특성을 가진 호텔기업에서 서비스 품질의 

극 화를 해서는 호텔이 보유한 인 자원에 해서 

효과 이고 구체 인 인 자원 리 기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 우수한 인 자원 리 기법을 통해 종사원들이 

호텔기업에 해 더욱 조직몰입하도록 만들어 개별 직

무에 한 성과를 높이도록 하고 궁극 으로는 호텔 

체의 경 성과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서울지역소재 10곳의 특 등  호

텔 간 리자  하부 종사원 30명에게 직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별 직무 성과에 한 평가  보

상, 합리 인 인 자원 확보정책, 효율 인 교육훈련  

자기개발 기회여부 등에 해 소속 호텔들이 부족하다

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림 1. 연구모형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호텔 기업에 

한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기업 성과로 설정하고 효과

인 인 자원 리 기법들이 각각 조직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밝  인  서비스가 요하게 인식

되는 호텔 스토랑 인 자원 리에 새로운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련하여 Hrebiniak & 

Alutto(1972)[31], Buchanan(1974)[32], Bae & 

Lawler(2000)[19], 배종석․사정혜(2003)[20], 김재구․임

상훈․김동배(2003)[21]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 자원 리 기법이 조직성과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등  호텔기업 

스토랑을 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 으며, 본 연구의 실증 결과를 도출하기 

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1.1 인적 자원 관리 기법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인 자원 리 기법과 조직몰입과의 계에 해서 

Hrebiniak & Alutto(1972)[31], Buchanan(1974)[32], 

Rogers & Wright(1998)[33], Bae & Lawler(2000)[19], 

배종석․사정혜(2003)[20], 김재구․임상훈․김동배

(2003)[21]등은 효과 인 인 자원 리 시스템이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한 몰입도를 높여 조직의 체

인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Fey et al. (2000)[34]등은 인 자원의 임  수 이 직

고하를 막론하고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 

Schneider & Bowen(1993)[22]는 인 자원 리 기법을 

바르게 지각한 종사원들은 조직에 해 더욱 애착심을 

나타내고 고객이 지각한 서비스 품질에 정 인 향

을 미친다고 하 다. 

특히 Hartline & Jones(1996)[24], Lovelock(1985)[8], 

Schlesinger & Heskett(1991)[35], Schneider & 

Bowen(1993)[22], Tsaur & Lin(2004)[27]등은 호텔기

업에서의 합리  채용 정책, 교육훈련의 활성화, 종사원

에 한 보상정책이 보다 높은 수 의 조직에 한 몰

입을 창출하고 궁극 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고 하 다. 이와 유사하게 서비스 산업을 상으로 한 

Tornw & Wiley(1991)[36], Gilbert(1991)[25], 류진수

(2000)[37], 엄 호․이재련(2004)[38]〮의 연구에서도 효과

인 인 자원 리기법들이 조직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1〕호텔 인 자원 리기법들은 종사원들의 정

서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호텔 채용과 선발 기법은 종사원들의 정

서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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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호텔 교육 훈련  개발기법은 종사원들

의 정서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호텔 보상  혜택 기법은 종사원들의 

정서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호텔 성과평가 기법은 종사원들의 정서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호텔 인 자원 리기법들은 종사원들의 유

지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호텔 채용과 선발 기법은 종사원들의 유

지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호텔 교육 훈련  개발기법은 종사원들

의 유지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호텔 보상  혜택 기법은 종사원들의 

유지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호텔 성과평가 기법은 종사원들의 유지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 변수의 구성 

2.1 인적 자원 관리기법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인 자원 리기법은 Lovelock(1985)[8], Khatri(2000) 

[39]등이 정의한 바와 같이 “기업에서 인 자원 리를 

통해 기업성과를 극 화하기 한 구체 인 수행기법”

이라 정의하 다. 

구체 인 연구조사 항목은 Khatri(2000)[39]의 연구

에서 제시한 채용  선발(recruitment and selection) 3

문항, 교육훈련  개발(training and development) 5문

항, 보상  혜택(compensation and benefits) 4문항, 성

과에 한 평가(performance appraisal) 3문항으로 설

정하 다. 아울러 15개 문항을 독립변수로 구성하 다. 

2.2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몰입은 하용규(2003)[28]가 정의한 바와 같이 

“조직과 련된 개인의 심리 인 상태를 말하며 조직이 

존속되고 발 되도록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을 해 무

엇인가를 하려는 극 인 계”로 정의 하 다. 조직

의 성과  유효성에 해 재무 인 성과를 측정 할 수

도 있겠으나 호텔 스토랑의 경우에 각각 보유한 좌석

수, 객단가, 메뉴의 종류 등에 의해 객 인 측정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성과의 표 인 개념인 조직몰

입을 선정하 다.

아울러 조직몰입에 한 구체 인 연구조사항목은 

Meyer & Allen(1990)[30]의 측정도구를 활용하 다. 이

를 토 로 국내 호텔기업을 상으로 측정한 하용규

(2003)[28]가 행한 연구와 같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검

증된 규범  몰입을 제외하고 정서  몰입 4문항, 유지

 몰입 2문항으로 설정하 다. 아울러 6개 문항을 종

속변수로 구성하 다.

3.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해 사용한 인 자원 리 기법에 한 설

문 내용의 구성은 Khatri(2000)[39]의 연구에서 제시한 

채용  선발(recruitment and selection) 3문항, 교육훈

련  개발(training and development) 5문항, 보상  

혜택(compensation and benefits) 4문항, 성과에 한 

평가(performance appraisal) 3문항으로 설정하 다. 조

직몰입에 한 설문 내용의 구성은 Meyer & 

Allen(1990)[30]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호텔기업

을 상으로 측정한 하용규(2003)[28]가 행한 연구의 정

서  몰입 4문항, 유지  몰입 2문항으로 설정하 다. 

한 인 자원 리 기법과 조직몰입에 한 측정 척도

는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로 하여  각 항

목에 한 동의 수 을 표시하도록 하 으며, 본 연구

에서 설정한 설문지의 구성과 측정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

측정 변수 항목 문 항 수 출  처

인적 자원
관리 기법

채용 및 선발 3

Khatri(2000)
교육훈련 및 개발 5

보상 및 혜택 4

성과 평가 3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4 Meyer & 
Allen(1990),
하용규(2003)유지적 몰입      2

인구 통계적 특성 9

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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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12개의 특등  호텔

을 방문하여 각각의 호텔 스토랑에 근무하고 있는 종

사원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총 240

부가 배포하여 23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응답이 불

성실한 12부를 제외한 총 21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명)

비율(%) 항목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여성 104 47.7

직위

지배인 28 12.8

남성 114 52.3 부지배인 24 11.0

결혼
여부

미혼 106 48.6 캡틴 68 31.2

기혼 112 51.4 헤드웨이터 18 8.3

연령

20대 62 28.4 웨이터 78 35.8

30대 108 49.5 트레이니 2 .9

40대 48 22.0

소득

100～200만원 78 35.8

50대이상 0 0 200～300만원 78 35.8

학력

전문대졸 114 52.3 300～400만원 56 25.7

대졸 74 33.9 400～500만원 6 2.8

대학원졸 30 13.8 500만원 이상 0 0

근무
부서

한식당 10 4.6

경력

5년 미만 48 22.0

중식당 30 13.8 5～10년 미만 64 29.4

이태리 20 9.2 10～15년 미만 52 23.9

일식당 42 19.3 15～20년 미만 50 22.9

양식당 14 6.4 20년 이상 4 1.8

뷔페 18 8.3 호텔
등급

특 1등급 136 62.4

연회장 36 16.5 특 2등급 82 37.6

커피숍 28 12.8

기타 20 9.2

2. 신뢰성 및 타당성 평가

가설 검증에 앞서 각 구성개념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Cronbach's α값과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Cronbach's α값을 통한 신뢰성 검증결과 보상  혜택

에 한 10번 문항에 한 신뢰도를 제외한 각 구성개

념의 Cronbach's α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났다. 타당성 

검증결과는 [표 3][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행연구

와 같은 요인구조를 보임으로 본 연구의 측정항목의 타

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단하 다.

표 3. 인적자원관리기법 요인분석 결과

구분 확보 개발 보상
성과평
가

Cronbach'
s α 

채용시험의 유무 .772

.745호텔전반내용전달체계 .732

구조화된 면접의 유무 .772

정기교육훈련의 유무 .734

.846

구조화된교육과정 .775

교육필요성분석체계 .723

교육사후평가체계 .612

교육목적달성평가체계 .722

다양한 급여보상체계 .694

.839유연한 인사정책체계 .793

제반수당 및 복지체계 .877

합리적성과평가체계 .688

.717성과평가범위의 정도 .792

직무관련성과평가체계 .692

eigen 값 1.282 1.546 6.084 1.060

누적 총분산
설명력

9.156 20.201 63.660 71.233

표 4. 조직몰입 요인분석 결과

구분 정서  몰입 유지  몰입 Cronbach's α

호텔에 대한애사심정도 .905

.820
호텔근속의 행복감정도 .849

호텔과 공동운명인식정도 .847

호텔을 가족으로 인식 .501

개인필요성에 의한 근속 .853
.650

퇴직상실에 의한 근속 .835

eigen 값 2.830 1.396

누적 총분산
설명력

47.167 70.426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실시한 신뢰성과 

타당성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 에 따른 가

설을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

3.1 호텔인적자원관리기법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

가설 1은 호텔의 인 자원 리기법과 정서  몰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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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석하기 한 것으로, [표 4]와 같이 체 회귀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316으로 분석되어 

31.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F통계량 = 11.992로 

유의수 을 의미하는 p< 0.000으로 나타나 0.001수 의 

유의수 을 나타내고 있다.

향력은 확보가 0.384(t=4.735 / p<0.000), 개발이 

0.388(t=4.783 / p<0.000), 보상이 0.126(t=1.825 / 

p<0.124), 성과평가가 -0.043(t=-0.524 / p<0.601)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이 에서 보상과 성과평가는 그 

향력이 유의수 에서 벗어나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확보와 개발이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가설 1-1>,<가설 1-2>

만 지지되었다.

표 5. 인적자원관리기법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

구분 비표 계수 β t sig VIF

상수 -4.285E-17 0.047 .963

확보 .384 .384 4.735 .000** 1.000

개발 .388 .388 4.783 .000** 1.000

보상 .126 .126 1.551 .124 1.000

성과평가 -.043 -.043 -.524 .601 1.000

종속변수 : 정서적 몰입, R2=.316, F=11.992, Sig=.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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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호텔인적자원관리기법과 유지적 몰입의 관계

가설 2는 호텔의 인 자원 리기법과 유지  몰입의 

계를 분석하기 한 것으로, [표 5]와 같이 체 회귀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137로 분석되어 

13.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F통계량 = 4.144로 

유의수 을 의미하는 p< 0.004으로 나타나 0.001수 의 

유의수 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인적자원관리기법과 유지적 몰입의 관계

구분 비표 계수 β t sig VIF

상수 -1.685E-16 .091 .928

확보 .070 .070 .769 .444 1.000

개발 -.081 -.081 -.891 .375 1.000

보상 .276 .276 3.034 .003** 1.000

성과평가 .223 .223 2.446 .016* 1.000

종속변수 : 유지적 몰입, R2=.137, F=4.144, Sig=.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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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력은 확보가 0.070(t=0.769 / p<0.444), 개발이 

-0.081(t=-0.891 / p<0.375), 보상이 0.276(t=3.034 / 

p<0.003), 성과평가가 0.223(t=2.446 / p<0.016)으로 각

각 나타났으며, 이 에서 확보와 개발은 그 향력이 

유의수 에서 벗어나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고, 보상과 성과평가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 에서 <가설 1-3>,<가설 

1-4>만 지지되었다.

Ⅴ. 결 론

호텔기업의 스토랑은 근본 으로 인 자원에 한 

의존도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

른 문제 을 타개함을 통해 호텔 스토랑의 서비스 품

질을 향상시켜 수익을 극 화하기 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인 자원의 역할과 수

행 능력이 가장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텔의 

경 자는 호텔이 보유한 인 자원에 해서 효과 이

고 구체 인 인 자원 리 기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인 자원 리의 근본 목 은 효율성을 통해 

기업의 성과에 기여하고 기본 인 수행기능은 확보, 개

발, 보상, 유지, 방출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본 연구

는 선행 연구에서 요한 인 자원 리 기법으로 제시

한 채용  선발기법, 교육훈련  개발기법, 보상  혜

택기법, 성과에 한 평가기법 등이 조직 유효성의 

표  개념인 조직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해 실증 조사를 하 다.    이에 따라서 인 자원 리

기법과 조직몰입의 계에 해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 자원 리의 4가지 기법 에서 채용  선

발, 교육훈련과 개발기법이 조직몰입의 유형인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호텔 스토랑의 종사원을 채용하고 선발하는 과정에 

합리 인 채용시험이나 사 에 수행할 직무에 해 상

세한 설명 등의 인 자원 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

기 인 직무 교육, 교육에 한 객 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 스토랑 종사원들이 호텔에 한 애사



호텔 인적자원관리기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서울지역 특등급 호텔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 411

심, 소속감, 주인의식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성

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보상  혜택과 성과에 한 평가기법은 유지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호텔 스토랑의 종사원에 한 보상제도  이에 

따른 수당 등의 부수 인 혜택을 부여하는 리기법과 

개인별 혹은 별 직무에 한 성과 평가기법을 효과

으로 수행하면 종사원 개개인의 필요에 의한 것과 호텔

을 퇴직하는 것보다는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

하여 호텔에 한 조직몰입이 증 되어 개별 직무에 최

선을 기울이는 결과를 의미한다. 

종합 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인 자원 리 측면

에서 호텔 스토랑의 경  리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호텔 스토랑 종사원들의 호텔에 

한 애사심을 증 시키기 한 방향으로 인 자원 리

를 수행하기 해서는 보다 효율 인 채용시스템, 공정

하고 합리 인 선발기법, 종사원의 역량 증 를 한 

교육훈련과 교육에 한 사후 평가시스템 등을 심으

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종사원들의 호텔에 근

무하는 필요성을 증진시키고 호텔에 존속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 자원 리를 수행코자 할 경우에는 공식

이고 체계화된 직무평가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합리

인 보상시스템, 다양한 수당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으로 기법을 개발하는 에

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는 다소 다르게 연구의 가설이 부분 으로 채택된 것은 

연구의 시기, 연구의 상, 문화의 차이, 업종의 차이 등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연

구 상의 에서 호텔종사원들의 근무부서가 스토

랑 종사원으로 국한된 과 조사시기가 횡단 으로 이

루어진 , 연구의 범 가 서울지역으로 한정된  등

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보

다 종단 이고 범 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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