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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호텔기업 간 리자를 연구 상으로 하여 조직몰입, 직무가치, 직무만족 그리고 충성도에 

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즉, 호텔 간 리자들의 조직에 한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와 

독립변수의 경합모형을 개발하여 이론 ·실무  시사 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분석 결과, 호

텔 간 리자의 직무가치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간의 매개역할을 하지 않고 상호 독립 인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었으며, 직무가치의 경로분석에서는 내재  가치가 외재  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호텔

간 리자들은 근속몰입을 하고 있으며 직무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바, 조직몰입과 충

성도간의 직 인 경로가 가장 높은 경로계수를 나타내어 깊은 상 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직무만족과 충성도간에는 정(+)의 인과 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호텔기업 간

리자들은 경제  안정성 때문에 직무몰입과 직무에 만족하기 보다는 문성으로 변되는 호텔리어의 

내재  가치에 직장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조직몰입변수인 평생직장·소속감·자 심이 인지될 때 충성도에 

가장 민감한 향을 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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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 cor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work values, job 

satisfaction and loyalty of the middle management in hotel enterprise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aims at drawing up theoretical and working-level implication through establishing the 

competition model of parameters and independent variables, which have an effect on loyalty of 

the middle management in hotels. Analysis showed that work values of the middle management 

play not a key role to mediate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nd that 

internal values are higher than external values in route analysis of work values. Meanwhile, it 

was analyzed that the middle management of hotels make a long-service commitment with great 

satisfaction on the job. But there was no connection between their job satisfaction and loyalty.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mpetition model that they rather 

attach significance to internal values and specificity of the hotelier than their satisfaction with 

work because of economic stability, and the loyalty of the middle management responds 

sensitively to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variables as a permanent job, sense of belonging,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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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MF 이후 유수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기

업의 간 리자층1은 인원감축  직무감축으로 조직

내의 심화된 경쟁체제와 새로운 기업경 환경에 일방

으로 노출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기업내 간 리자층에서도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소

멸되고 소속감과 자 심이 감되고 있으며, 직무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의 직무가치 한 변질되고 있는 추세

이다. 즉, 변하는 직무환경은 직무만족의 정도에 향

을 미치게 되어 종사원의 직무가치에 한 기 을 재설

정해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호텔기업들

은 ‘고객은 왕(Customer is King), 고객의 시 (age of 

Customer)’라는 표어 하에 노사가 단합하여 고객 심 

마 략을 구사한 결과, 타 업종과는 다르게 기업퇴

출과  M&A가 상 으로 었으며, 한편으로 

가일층 세련된 고품질의 호텔서비스를 보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호텔기업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타 업종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호텔 간

리자들의 직무가치와 직무 충성도가 매우 정 으

로 작용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호텔기업 

조직내에서의 고무된 직무가치와 자 심은 단순한 개

인의 가변성 가치차원을 넘어 호텔직무만족과 호텔기

업조직에 한 간 리자의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처럼 다변  특성과 

황 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의 직무가치는 가

치 심  사고를 지닌 간 리자들에 의해 조직의 변

과 경 형태의 변화를 가져다  수 있는 요한 요

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호텔산업분야에 한 연구동향을 살

펴볼 때,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을 조직유효성 평가 변

수로 설정하고 충성도의 향 계를 알아보기 한 연

구들은 많이 있지만[5-7][10][11], 직무가치를 매개변수

1. 간 리자층(the middle management)은 기업의 최고 리자층(the 

top management)과 장감독자층(the lower management)의 간

에 치한 직능부문 운 에 책임을 맡은 과장, 차장, 부장  리자

를 총칭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5년차 리  매니 도 간 리자층

에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음.

로 설정한 연구나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심도 있게 분석

한 연구[3][4]는 상 으로 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호텔기업 간 리자를 연구 상으

로 하여 조직몰입, 직무가치, 직무만족 그리고 충성도에 

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호텔 간 리자

들의 직무만족도 과정을 모델링하기 해 직무가치를 

매개변수와 독립변수의 경합모델로 구성하여 직무가치

의 역할을 규명한 후, 호텔기업경 에 요시되고 있는 

직무가치에 한 최종 모델을 수립하여 이론 ·실무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무만족의 조직몰입-직무가치 모델
1.1 직무만족
직무만족의 정의와 련하여 김 권[2]은 직무에 

정 , 부정 으로 느끼는 정도이고, 종사원들이 수행하

는 과업과 물리 -사회  조건에 한 감정  반응 혹

은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오동근[9]은 직무만족

을 직무자체 는 직무 상황들에 한 개인의 평가  

단이라고 정의하 다. 한편, Locke[21]는 직무만족을 

직무경험에 한 평가로 얻어지는 만족의 정도라고 정

의하고 이 개념은 종업원이 느끼는 심리 인 측면보다

는 그들이 직무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  측면

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은 

각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고 감지하는 개인의 

만족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종사원이 느끼는 만족정도

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한 

응력, 다양한 조직 내부환경과 인 계가 있다

[12]. 이에 연유하여 Cellucci과 DeVries [18]는 직무만

족 설문측정항목을 업무, 료, 승진, 동료, 상사로 분류

하 고 함성필과 손선익[15]은 근로환경과 동기부여 요

인으로 구분하고 주방업무, 근무분 기, 업무량, 인사고

과, 여 등의 측정항목을 두었다. 

이상의 에서 직무만족에 한 개념을 종합해보

면 직무만족의 심개념은 직무상 욕구충족여부, 직무

자체의 특성  직무주변 환경과 련된 태도[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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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에 한 강한 일체감과 참여의지, 자

발 인 노력과 조직 구속력으로 나타나며[40], 목표와 

가치에 한 강한 신념과 조직을 해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조직구성원으로 남기를 바라는 강

한 욕구로 변될 수 있다. 이에는 보상을 기 하는 계

산  측면과  개인의 가치 이 조직의 목 , 정책  업

무와 일체감을 느끼는 도덕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34]. 함성필과 손선익[8]은 조직몰입이란 조직구성원

이 조직에 해 정서  애착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조직

의 목표와 가치에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동일시함으로

써 자신의 작업 활동에 열 하며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

으려는 의지 는 욕구라고 정의하 다. 한 Glisson

과 Durick[19]는 호텔종사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계에서 조직몰입은 근속기간과 상 계가 있으며 

장기 근속자에게서 조직몰입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

으로 주장하고 있다. Meyer와 Allen[27]은 조직몰입을 

정서  몰입, 지속  몰입, 규범  몰입으로 구분한 반

면, 함성필과 손선익[15]은 근속몰입, 규범몰입, 도덕몰

입, 행 몰입,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결국 조직몰입

은 조직목표  가치 과 련된 조직의 역할, 조직 자

체에 한 열렬한 애착이라 정의[16]할 수 있으며, 정서

몰입, 근속몰입, 규범몰입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39]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호텔기업에서의 조

직몰입은 조직의 직무환경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내부종

사자가 자신의 조직에 해 신뢰를 가지고 직무에 정

 태도를 형성할 때 조직에 몰입하게 되며 만족하게 

되고 재의 일을 지속하고자하는 노력과 함께 충성심

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직무가치
직무가치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통하여 바라는 

궁극 인 목표를 의미한다. 즉 조직구성원의 개인  사

고인 직무가치는 직무에 한 신념  선호의 정도라는 

에서 통 으로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측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20]. 한 탐

색  연구를 통해 직무가치를 개념화한 이지우[14]는 

자신의 직무를 통해 가지는 자부심과 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 조직에 심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며 원만한 인간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

려는 자세, 그리고 극 이며 활동 으로 일 할 수 있

는 기회 등이 직무가치를 업그 이드 시키는 주요인이

라고 분석하 다.

직무가치를 분류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김 훈

[3][4]은 직무가치를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 그리고 

부수  가치로 분류하고, 내재  가치는 문성, 외재  

가치는 경제  안정, 인정감, 개인생활, 그리고 부수  

가치는 본부와의 계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보

았다. Elizur와 Koslowsky[20]는 직무가치를 내재  지

향가치와 외재  지향가치로 분류하고 내재  직무가

치는 직무자체에 한 고유한 가치를 의미하며, 외재  

가치는 업무활동에 따른 보상과 련한 가치를 의미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 로 직무가치를 정의하면, 

개인은 자기 자신에 해 가지는 태도와 일치하는 방향

으로 일에 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3]으로 개념

지을 수 있다. 특히 호텔 간 리자의 경우 자신의 업

무에서 경험하게 되는 높은 신뢰도와 정 인 심리상

태에서 개인의 내재  가치는 자극받게 되고 직무에 몰

입하면서 외재  가치에서 보상받기를 기 하는 것으

로 정리할 수 있다.  

     

1.4 충성도
최근의 연구경향들은 제품이나 랜드의 재구매 

상을 고객충성도의 시각에서 포 으로 다루고 있는

바, Keller[31]는 충성도란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하거나 단골고객이 되려는 깊은 몰입상태이며, 

제품에 하여 만족도를 느끼면 다시 방문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정 인 구 행 를 하는 등의 충성도를 나

타내는 것[8]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한 충성도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조

직구성원은 직무가치를 높게 평가할 경우 행복감을 느

끼고 그 행복감이 증가할수록 무드 동화효과(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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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assimilation)[13]가 발생하는데, 결국 이는 조직

에 한 충성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

구결과들을 확인해 볼 때, 조직충성도는 행동주의  시

각에서 직무몰입과 연계되며, 인지  직무만족과 직무

가치 향상에 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직무만족에 대한 경합모델
직무가치-직무만족간의 향 계에 한 기존연구

를 살펴보건 , Knoop[38]는 직무자체, 임 , 승진기회, 

감독, 동료 등 직무가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바, 직무가치 역에서의 성취감이 직무만

족에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종사원의 직무만족은 기업의 성공  경 과 고

품질 서비스 제공을 한 요한 요소로서 높은 수익성

과 생산성을 유발시킨다[36]. 한 종사원이 직무가치

에 의해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좋은 감정 상태에서 직

무만족을 평가하게 되고 직무만족에 한 만족도가 높

은 구성원은 자신의 직무환경에 정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조직에 한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이직 의도는 

상 으로 감소된다[17].

이상과 같은 에서 직무만족의 조직몰입-직무가

치간의 계는 조직몰입에서 느끼는 감정  상과 경

험  특징에 의해서 지각된 느낌을 만족으로 표 하고 

조직내에서 충성도를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간 매개변수로서의 직무가치
직무가치,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련된 연구에서 조

직몰입이 직무만족의 선행변수가 되며[6][10][11][17], 

직무가치는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의 선행변수의 계에 

있다[3]. 따라서 직무가치는 한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통하여 보상받고자하는 궁극 인 목표, 신념  선호의 

정도로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측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20]. 

이러한 에서 직무가치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의 기업조직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상된

다. 특히 직무가치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간에 매개역

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호텔기업을 상으로 분석

하는 것은 자못 유의미하다 하겠다. 

1.2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간 독립변수로서의 직무가치
Hackman과 Oldham[28]은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지각하게 되

면 일에 한 만족감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한 종사

원이 직무가치에 의해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높은 직무

만족을 보이며, 직무만족도가 높은 구성원은 자신의 직

무환경에 정  태도를 취하는 직무몰입의 경향을 보

이게 된다[5]. 한편 김 훈[3]은 직무가치가 직무효과성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독립변수로서의 직무

가치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다는 것을 입증하

다.  

이러한 에서 직무가치는 개인이 직무에 한 신

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일에 한 태도와 행동

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므로 직무만족에 독립변수로 존

재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특히 인 서비스의 특성

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호텔기업이라는 독특한 인

자원 리시스템에서 호텔인사조직 구성원들이 지각하

는 직무가치가 독립 인 요인을 보일 것인지 확인하는 

것 역시 요하다 하겠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은 직무만족에 한 경쟁모델로 직무가

치의 역할을 두 가지의 방법 즉 매개효과와 독립변수효

과로 나 어 분석하는 연구모형이다. 모든 변수들간의 

인과 계는 정(+)의 계로 비교 가능한 조건[1][33]으

로 가정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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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73 62.7
 여성 103 37.3

나이
 20-29세  76 27.5
 30-39세 119 43.2
 40세 이상  81 29.3

학력  대졸 168 60.9
 대학원이상 108 39.1

근무부서  프런트데스크  23  8.4

그림 2. 연구모형 II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변수의 상세 항목으

로 구성된 측정변수라 하더라도 구체 으로 살펴보면, 

학문간의 특성에 따라 하부개념이 다른 경우도 나타났

다. 따라서 개념에 한 혼란과 일 성 문제에서 목

의 기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호텔기업의 특

성에 하여 사용되어야 될 기 변수를 변수의 조작  

정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표 1]에 정리하 다.  

표 1. 설문지 구성
변수 측정항목 측정변수의 조작  정의 련연구

조직몰입
O1 호텔서비스 기업 소속감 [34][15][19]

[16][39]O2 호텔맨의 자긍심
O3 호텔기업은 평생직장

직무
가치

외재적
가치

L1 상사-칭찬과 인정

[20][3][4]
L2 동료-칭찬과 인정
L3 고객-칭찬과 인정

내재적
가치

S1 호텔 전문가로 성장
S2 호텔 전문능력 요구
S3 자신의 필요성

직무만족
M1 업무만족 [9][21][18]

[15]M2 급여만족
M3 승진만족

충성도
J1 충성심 [31][8][13]

[5]J2 호텔기업 취업홍보
J3 직무몰입

조직몰입은 조직에 한 강한 일체감과 참여의지, 자

발 인 노력과 조직 구속력[40]으로 정의되며, 기존연

구[15][16][19][34][39]를 참고하여 호텔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다. 직무가치는 한 

개인의 직무 목표와 신념이며 조직구성원의 행동 측 

변수이다. 직무가치를 분류한 선행연구[3][4][20]를 참

고로 호텔리어의 특성을 반 하여 각 각3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그리고 직무만족은 각 개인이 조직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고 감지하는 개인의 만족정도

를 나타낸 것[12]으로, 기존연구[9][15][18][21]의 측정

항목을 반 하여 3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한편, 충성

도는 단골고객이 되려는 깊은 몰입상태로 선행연구

[5][8][13][31]를 호텔기업에 목하여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4.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본 연구를 한 설문조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10

월 30일 까지 1개월 동안 서울시내 특  호텔 간 리

자를 상으로 한국 평가연구원의 조사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었다. 설문지는 280부를 배포하 으나 이  

일 성이 떨어지는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276부를 분

석에 활용하 다. 설문형식은 자기기입식 방법과  5  

리커트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하 으며 인구 통계  항

목은 명목척도로 구성하 다. 분석은 SPSS/PC 15.0과 

AMOS 6.0을 활용하여 실시하 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총 276명의 설문응답자들  남성

은 62.7%, 여성은 37.3%로 나타났고, 나이는 30-39세가 

43.2%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졸이 60.9%, 학원졸 

이상이 39.1%로 나타났으며, 근무부서로는 연회장  

식음료(주방포함)가 57.6%로 가장 많았고 객실부서가 

24.2%, 그리고 론트데스크 9.8%, 휘트니스센터 8.4%

순으로 집계되었다. 근무경력은 7-9년이 42.3%로 가장 

많았고 10-12년이 26.5%, 4-6년이 24%, 12년 이상이 

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n=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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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장 및 식음료(주방) 159 57.6
 객실  67 24.2
 휘트니스센터  27  9.8

근무경력
 4-6년  66 24.0
 7-9년 117 42.3
 10-12년  73 26.5
 12년 이상  20  7.2

 주: 본 분석에서는 조사대상의 소속호텔, 직급, 연봉 등이 배제되었음.

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체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한 요인부하량은 

0.50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함[25]이 확인

됨에 따라 체 항목이 활용되었다. 최근 합도 정도

를 단하는데 있어 선호되고 있는 지수는 CFI와 

DELTA2[29], RMR GFI 등이며, 특히 RMSEA와 

chi-square의 검증을 통하여 완 한 모델평가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주장[26][32]한다. 지수의 기 치는 

CFI>0.90, RMSEA<0.08[32], DELTA2>0.95[30], 

CMIN/DF<3[1] 값을 추천[37]하고 있다. 

표 3.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변수

측정
항복

경로
계수

표
오차

표 화 
경로계수

C.R.

 조직
 몰입

O3 1.000 - .856 -
O2  .998 .052 .889 19.252
O1  .997 .056 .852 17.949

 외재적 
 가치

L3 1.000   - .825     -
L2 1.135 .069 .821 16.367
L1 1.390  .073 .961 18.941

 내재적
 가치

S1 1.000   - .743     -
S2  .901  .107 .801  8.429
S3 1.027 .107 .716  9.599

 직무
 만족

M3 1.000   - .746    -
M2 1.153 .101 .741 11.480
M1 1.063 .101 .664  9.973

 충성도
J1 1.000   - .717    -
J2 1.153 .117 .793 8.532
J3 1.063  .127 .727  9.952

 ²/df=184.801(80), p<0.001, RMR=0.029, GFI=0.922, 
RMSEA=0.069, CFI=0.953, DELTA2=0.953,CMIN/DF=2.310  
 주:  표준화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1로 지정함.  

본 연구의 합도 평가결과, CFI=0.953, DELTA2= 

0.953, RMR=0.029, GFI=0.922, X²/df=184.801(80), 

p<0.001, RMSEA=0.069, CMIN/DF=2.310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여기서는 변수간 타

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평균분산추출값(AVE)을 비

교하고, 두 잠재요인 간의 상 계 제곱값을 비교하

다. Hair와 Anderson과 Tatham과 Black[25]에 의하면 

AVE 값은 0.5이상이거나 상 계 제곱값을 상회할 

경우에는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표 4. 상관관계 행렬

변수
직무
몰입

직무가치
직무
만족

충성도외재
가치

내재
가치

 조직몰입 .750 .154 .254 .440 .475
 외재적가치 .392 .760 .195 .227 .222
 내재적가치 .504 .441 .569 .424 .452
 직무만족 .663 .476 .651 .516 .379
 충성도 .689 .471 .672 .615 .558
 신뢰도 .899 .719 .901 .772 .766

주: 모든 상관계수는 p<0.001에서 유의함.
    대각선 셀의 숫자: 평균분산추출값(AVE)
    대각선 아래: 상관계수(r), 대각선 위: 상관관계 제곱(r²)

본 연구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기조건을 모

두 충족하여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있음을 확인

하 다. 한 신뢰도 검증에서는 Nurosis[35]가 제시한 

것과 같이 체 상 계수가 0.30이상으로 나타났고, 

Cronbach's alfa는 Nunnally의 주장[23]과 같이 0.70 이

상을 보여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3. 경합모형 분석
본 분석은 직무가치, 직무만족의 경합모형 평가과정

으로 두 모형간의 경로 감소를 통하여 직무가치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고 매개변수와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악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두 

경합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3]과 [그림4]에 제시

하 다. 두 모형간 표 화 경로계수를 통하여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Anderson과 Gerbing[22]은 경합모형의 평가과정에

서 두 개의 모형이 nested( 첩) 계에 있으면 

chi-square차이 검증을 통하여 모델을 선택할 것을 권

장하고 있으며, 이때 간명 합도지수를 추가 으로 검

증해야 한다고 부연[33]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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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 **:p<0.05, ***:p<0.01
    →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표준화경로계수(t값)  

그림 3. 경합모형 I

  

  주: **:p<0.05, ***:p<0.01
    →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표준화경로계수(t값)

그림 4. 경합모형 II

본 경합모형의 검증결과는 [표 5]과 같다. 경합모형I

과 경합모형II는 nested( 첩) 계에 있으므로 x²검증

을 통하여 비교할 수 있는데, 두 모형간  chi-square차

이는 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x²=15.229>x².₀₅
(1)=3.841, ⧍d.f.=1). 즉 경합모형II는 경합모형I에 비해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하 으나, x² 값의 감소폭이 자유

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감소했으므로 경합모

형II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은  다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합

모형II는 모형I 보다 RMSEA(0.81←0.84), CFI(0.934←

0.928)), DELTA2(0.935←0.928), GFI(0.905←0.898), 

RMR(0.039←0.050)에서 더 향상된 합도를 보이고 있

다. 한 Caro와 Garcia[33]와  Hair와 Anderson & 

Tatham과 Black[25]는 간명 합도 지수검증에서 AIC

와 PNFI의 비교를 극 권장하고 있다. AIC검증 비교

결과, 경합모형II(304.153)는 경합모형I(317.452) 보다 

감소되었으며, 두 모델간 PNFI (0.699←0.676)는 증가

되어 경합모형II가 우수한 모델로 입증되었다. 

 

표 5. 경합모형의 통계지수
모델 합도기 치 경합 Mdel I 경합 Modl II

최종경합
Model

X² - 241.452 226.153 205.426
df -  82  81  80

RMSEA <.08 .084 .081 .076
CFI >.90 .928 .934 .943

DELTA2 >.95 .928 .935 .944
GFI - .898 .905 .912
RMR <.05 .050 .039 .032

CMIN/DF <3 2.945 2.792 2.568
AIC - 317.452 304.153 285.426
PNFI - .676 .699 .694

  

한 Caro와 Garcia는 경합모형의 경쟁  우수 모델 

선정에서 수정지수를 통한 최종 모델을 선정할 것

[1][33]을 권고하고 있다. 본 모형에서도 직무몰입과 충

성도간의 새로운 경로를 발견하고 정 이며 유의한 

직 경로를 설정하 다. 이와 같은 검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최종모델을 선정하 으며 체 인 검증 지수

는 [표 5]에 제시하 다.  

결과 으로,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는 독립변수

로서 측된 데이터를 더 잘 반 하고 있다. 한 조직

몰입과 충성도간의 직 경로 설정은 Caro와 Garcia 

[33]와 Bigne와 Andreu[24]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강화하기 해 실행하는 조직몰입의 의도  

행 는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33]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5. 최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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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종모델의 경로과정
경로 경로방향

경로계수 
(표 오차)

표 화
경로계수

t값
(p값)

결과

1  직무만족
   ←외재적 가치

.096
(.042) .153 2.297

(**) 채택

2  직무만족
   ←내재적 가치

.418.
(.104) .375 4.030

(***) 채택

3  직무만족
   ←조직몰입

.364
(.075) .400 4.875

(***) 채택

4  충성도
   ←직무만족

-.009
(.068) -.010 -.129

(*) 기각

5  충성도
   ←조직몰입

.803
(.075) 1.009 10.715

(***) 채 택

 주: *:p=0.897, **:p<0.05, ***:p<0.01
 

결과 으로 조직몰입과 외재  가치 그리고 내재  

가치는 직무만족에 정 이며 유의한 향 계를 나

타내고 있으며, 조직몰입은 외재  가치와 내재  가치

보다 직무만족에 더 강하게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 직무만족과 충성도에 한  정(+)의 

인과 계는 기각되었으며 상 으로 조직몰입과 충성

도의 직 인 계가 채택되었고 가장 강한 향력이 

있음을 확인하 다.

Ⅴ. 논의 및 시사점 

직무가치의 새로운 모델개발을 목 으로 본 연구에

서는 호텔 간 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

각하는 직무가치를 매개변수와 독립변수로 분류하여 

상호 경합모형으로 설정하 다. 그에 따라 호텔 간

리자를 상으로 조직몰입, 직무가치, 직무만족 그리고 

충성도에 한 향 계에 하여 실증 분석하 는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합모형 테스트 결과 경합모형II가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남으로써 호텔 간 리자의 직무가치가 조직

몰입과 직무만족에 매개역할을 하기보다는 독립 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 졌다.

둘째, 호텔 간 리자의 직무가치 경로분석에서 내

재  가치는 외재  가치보다 높게 나타났는바, 이는 

몇몇 선행연구의 결과[3][4]를 지지하고 있다. 

셋째, 호텔 간 리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간의 

정(+)의 인과 계는 상 으로 높은 경로계수를 보임

으로써 일부 연구[3]와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

는 호텔 간 리자들이 호텔을 평생직장의 에서 

근속몰입을 하고 있으며 직무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호텔 간 리자의 직무만족과 충성도 간의 정

(+)의 인과 계는 지지되지 않았고, 일부 연구결과[8]와

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직무만족과 충성

도간의 직 경로에서 직무만족이 충성도에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된 것은 직무의 보상  측면을 

강조한 Locke[21]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다섯째, 분석과정의 수정지수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조직몰입과 충성도간의 직 경로는 가장 높은 경로계

수를 나타내며 상 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

는 조직체에 한 애정과 집착인 조직몰입이 충성도로 

연결된다고 주장한 Caruna와 Calleya[16]의 연구와 일

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텔 간 리자층의 업무, 여, 승

진기회에 한 만족이 조직 충성도에 연계되지 않는 반

면, 호텔 조직내에서의 평생직장이라는 인식과 소속감 

그리고 자 심이 인지될 때 간 리자들의 충성도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러므로 호텔기업 CEO는 간 리자들의 업무를 서비

스차원의 단순업무로 치부하기보다는 호텔리어의 문

인 고유업무로 인식함과 동시에, 간 리자에게 호

텔업계 최고 리자층(the top management)으로 성

장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직장내에서 호텔리

어로서의 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을 인식할 수 있

도록 자 심 고취 차원의 경 환경과 인 자원 리에 

신 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 호텔 간 리자층을 

사  조직운   경 에 참여시켜 자기직무의 요

성과 필요성을 체감하면서 조직의 성과에 극 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운 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 상지역을 서울지역으로 

국한하여 지방호텔 간 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지니고 있는바 후속연구에서 이를 

보완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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