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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저비용 항공사의 증가로 인한 항공사 취업 기

회의 확대와 항공사 객실 승무원에 대한 높은 직업 선

호도의 영향으로 항공서비스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

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항공서

비스 관련 학과는 높은 입시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학

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학과 전공 

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항공 산업분야의 서비스 영역을 진로로 계획

하는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은 타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바탕이 매우 중요한 역량인 바, 많은 대학

의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 커리큘럼에는 세계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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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타문화 이

해나 국제매너와 같은 글로벌 문화 교육이 포함되어 있

다. 이는 항공사 승무원의 글로벌 역량으로 외국어에 

대한 능력만큼이나 타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 공감

하는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자질로 판단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Colarelli and Bishop(1990)와 Ragins and 

Scandural (2000)에 따르면,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

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응과 만족이 더 높

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역량과 만족의 관계성에 관

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햔편,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의 업무는 기내에서 승객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분야와 기내안전과 기

내보안, 비상상황의 안전한 탈출, 응급상황에 대한 응

급처치 등이 주요 업무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전문훈련과 심사를 받고 주

기적으로 평가를 받는다(Lee, 2018). 하지만 현행법상 

항공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항공 산업 분야에 있어 

객실승무원의 역할과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전

문적 분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직

업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직업을 전

문직으로 인식할수록 직업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

지게 된다는 연구결과(Kang et al., 2003)를 근거로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객실승무직에 관한 전문성 

인식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희수(2020)는 객실관리자와 항공서비스 전공 대

학생을 대상으로 객실승무원의 역량을 분석하고자 객

실승무원의 환경, 고유문화 등의 관점에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장거리 노선을 경험하기 위

한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통해 국가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사항임을 강조하였다. 

이은미(2018)는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사 승무원의 전문직관이 전공만족도

와 취업인식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전문직 

인식과 학습만족이 학과의 궁극적인 목표인 취업에 영

향을 주는 요소임을 파악하였고, 전문직관이 학생들에

게 가치관과 직업관을 갖게 하는데 영향력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문화

적 역량, 전공만족도, 항공 승무원에 대한 전문직관의 

영향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학과 교육

에 접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과 적응 및 학과 만족도

를 고취시키고, 취업 후 근무 적응도나 직무만족, 서비

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글로벌한 전문 서비스

인을 양성하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은 다양한 문화

권의 사람들이 가진 신념, 가치, 관습, 행동 등을 이해

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여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Clair & McKenry, 

1999). 또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며(Neuliep, 2000), 다문화적 상황에

서 기관이나 전문가 개인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타당한 행동 및 태도라 개념화 할 수 있다

(NASW, 2000). 따라서 의학, 간호학, 심리학, 교육학 

등 인적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경영학, 

마케팅,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며,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필수적

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Lum et al., 2007).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측

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특히 로스 등(Ross et al., 

2009)은 미군을 대상으로 하여 9가지 속성을 반영한 

척도를 제시하였으며, 참여 의지, 인지적 유연성 및 개

방성, 감정 조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자기 효능감, 

문화 공감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정지언, 김영환

(2009)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류역

량 척도(Cross-Cultural Competency Inventory: 

CCCI)를 제시하였으며, 참여의지, 인지적 유연성/개방

성, 감정조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자기효능감, 문화

공감 등으로 6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척도의 속성을 상세히 살펴보면, 참여 의지(willing-

ness to engage)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낯선 사회적 

상황의 감정을 만드는 의지나 참여하기를 말하며(Early 

and Ang, 2003), 이러한 의지는 경험을 공유하려는 

노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인지적 유연성 및 개방성

(cognitive flexibility & openness)은 타문화의 개방 

및 적응과 관련된 요소로 다른 것을 평가, 결정, 해결

하는 전략과 관련되며(Abbe and Herman, 2008), 감

정 조절(emotion regulation)은 어떤 일을 원활히 수

행하기 위해 개인의 감정에 매료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ross and Oliver, 2003).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tolerance of uncertainty)는 복

잡하고 낯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를 지각하

고, 상황에 알맞게 처리하는 반응방식이다(Choi, 1997).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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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뜻하며, 자기효능

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신념

을 표출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공감(ethno-cultural 

empathy)은 문화와 관련한 타인의 심리상태나 경험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내적 현상을 설명한다(Matsmoto, 

2000). 

문화적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기동

(2016)은 문화적 역량을 문화적 인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실천기술로 인식하고, 직무만족, 조직몰입, 고

객지향성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지식, 배려, 이해, 존중, 조정을 의미하는 문화적 민감

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

며, 문화적 역량의 모든 요인은 고객지향성에 영향관계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적 역량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판단하여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관련된 소양을 지닌 

직원을 채용해야함을 시사하였다.

최혜지 외(2009)는 문화적 역량과 유사한 문화적 유

능감을 문화적 유능감을 모든 문화와 인종, 계층, 언어, 

민족적 배경 등 다른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환경과 사

람들에 대하여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인과 가족, 지역

사회의 가치를 인식으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사회복

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확인하

였다. 특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에 

세심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며 

효과적으로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

파워링 교육 및 훈련과정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와 문화적 다양한 환경적 요인

을 경험하게 되는 객실승무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

보한 문화교류역량 척도를 문화적 역량의 속성으로 반

영하여 적용하였다. 

2.2 전문직관

전문직이란 책임감과 전문성, 권위, 자율성을 갖추

고, 인류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으로, 높은 수준

의 교육, 고도의 기술과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

문가들이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공헌

하는 직업을 말한다(Hyun, 2003). 또한, 전문직은 체

계화된 훈련과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얻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성적인 직

업으로 비전문직과 구별할 수 있다(Kim, 2008). 따라

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업무에 대한 보람을 크게 느끼며, 사회

적 지위와 권력이 높은 것으로 인지되는 상위의 직업

이라고 할 수 있다(Park, 2003). 

전문직관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로서 전문직 능력, 전문직 태도 등의 표

현으로 간호학과에서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전문직관

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직업

에 대한 임상실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Schank and Weis, 2001; Ko and Chung, 2004). 

이러한 전문직관은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

에 행동의 기준이 되고,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의 

틀이 된다(Weis and Schank, 2000). 지성애 외(2000)

는 간호 대학생들이 전문직관을 바르게 형성하게 되면, 

자신의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직업에 대한 긍

지와 올바른 신념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그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양승경, 정미라(2016)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

도와 자기효능감을 들었고, 그 중 전공만족도가 간호대

학생들의 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

였다.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005)는 간호전문직관을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크게 인식과정과 행동

과정으로 구분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사고와 개념, 

사회화 요인,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적 이미지, 행위의 

5가지로 구성하였고, 인식과정은 사회화 요인의 영향

으로 개인의 사고와 심리적, 사회적 특성, 경험 등의 

신념이 만들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념

을 바탕으로 전문적 자아개념과 전문직 이미지가 형성

되고, 인지 작용,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로 표출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특수한 환경과 

업무의 전문성을 인식하여 전문직 자아개념과 사회적 

인식을 객실승무원의 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척도로 반

영하였고, 항공 승무원에 대한 전문직관과 항공서비스 

관련 전공 학과 재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전공만족도와

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전공 안에서 개인

적 특성과 전공과 관련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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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공에 대한 긍

정적인 생각과 태도 등 감정적, 정의적, 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Han, 2014). 김계현, 

하혜숙(2000)은 Shin and Johnson(1978)이 해석한 

인지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 전공만족을 

개인이 목표한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 과정과 결

과라고 설명하였다. 경영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

과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관심 관계에 관

한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직업 선택 가능성이 높고, 선택한 직업

에서 긍정적인 흥미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Rosen, Holmberg and Holland, 1997).

전공만족에 대한 연구는 여러 전공에서 꾸준히 다루

어지고 있는 주제로(Aitken, 1982; Wessel, Ryan, and 

Oswald, 2008)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더

불어 개인적인 안녕감, 흥미, 전공 선택 동기, 학업 성과

와 경력 개발, 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등의 다양한 변

수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Sovet, Park, 

and Jung, 2014). 하혜숙(2000)은 전공학과 만족을 

교과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학교만족으

로 분류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닌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만족, 다니는 학교에 대한 명성과 지위

에 대한 만족이 전공만족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양명희 외(2010)의 연구에서 전공과 학생

의 적성 및 흥미가 어느 정도 부합되는가가 대학생활

을 하는 동안의 전공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적성과 흥미보다는 성적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

였던 학생과 자신의 적성 및 흥미에 따라 관련 전공을 

선택한 학생 사이에는 전공에 관한 태도의 차이가 발

생했다고 설명하였다. 전공과 흥미가 일치함이 높을수

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전공과 관련한 직업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높

게 나타난다고 강조하였다. 윤지영(2014)은 비서학과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 선택 동기와 직업가치

관,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에서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을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으

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는데, 연구 결과 전공만족도의 하

위요인 중 사회적 인식에 관한 전공만족인 인식만족이 

일반적 관심에 관한 전공만족인 일반만족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전공만족도는 개인의 감정

적인 측면과 외부에서 판단되어지는 인식적인 측면으

로 구분한 것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를 

교과만족과 인식만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 설문지

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Ⅲ. 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전공만족도, 전문직관의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Fig. 1과 같이 연

구모형을 제시하였다.

3.2 가설설정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실증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3.2.1 문화적 역량과 전공만족도의 관계

문화적 역량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는 현재 많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문화적 역량과 맥락

을 같이하는 개인의 역량과 직무와 관련 만족도, 문화

적 역향과 직무만족도관련 연구를 통해 영향관계를 예

측하였다.

Colarelli and Bishop(1990), Ragins and Scandural 

(2000)등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적응과 만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영민(2006)은 개인역량 중 관계의 질, 

직무능력, 자기관리 기본인품, 실적관리의 역량이 높을

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역량수준의 차이에 

따라 직무만족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양

명호(2017)는 한국군 장병의 문화적 역량이 군 생활 

적응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결과, 문화적 역량 중 인

지적 유연성 및 개방성만이 군 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산업분야의 서비스 영역을 진로로 계획하는 항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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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은 타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의 바탕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과 역량 만족의 관계

성을 근거로 하여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역

량과 전공만족의 영향성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였다. 

H1: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전공

교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참여의지는 전공교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인지적 개방성 및 유연성은 전공교과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감정조절은 전공교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는 전공교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자기효능감은 전공교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6: 문화공감은 전공교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전공

인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참여의지는 전공인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인지적 개방성 및 유연성은 전공인식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감정조절은 전공인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는 전공인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5: 자기효능감은 전공인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6: 문화공감은 전공인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전공만족도와 전문직관의 관계

유미자, 김현정(2018)은 남자 간호 대학생의 학습태

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전공만족 중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은 간호전

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것은 

학부과정에서부터 간호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본인의 전공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도록 프로그램 학

습성과 관련 교과목에서 긍정적 사례를 제시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였다. 

주서희(2017)는 항공서비스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전문직관에 관한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인식 만족이 높을수록 승무원의 전문

성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전공계열로 취업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보장된 점이 전공인식만족을 상

승시키는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교과과정 만족은 전문

직 자아개념의 영향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현장실

습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에 대한 

개념형성이 아직 미흡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공만족도와 전문직관 

간의 영향성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였다.

H3: 전공만족도는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전공교과만족도는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전공인식만족도는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전공만족도는 사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전공교과만족도는 사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전공인식만족도는 사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박미정, 유하나(2019)는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

하는 정도를 문화적 역량으로 인식하고,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기술, 문화적 경험

과 더불어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문화적 인식, 문화적 경험과 함

께 전공만족도가 전문직관에 긍정적인 영향성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접촉 기회 및 다문화와 관련된 외국인과

의 접촉 경험이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킨

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박병준 외(2016)는 간호대생의 전공과 관련한 임상

실습의 교과만족을 통해서 자아 실현과 일의 성취를 

위한 직업세계를 잘 이해하여 진로 태도에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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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임상실습만족의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므로 전공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이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항공승무원에 대한 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 예측된다.

 

H5: 전공만족도는 문화적 역량과 전문직관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다.

3.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은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도

출한 문항을 토대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한 내용을 적용하였다. 설문지는 항공서비스를 

전공하는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31문

항을 비롯하여(Ross et al., 2009; Yang, 2017), 전공

만족도(전공교과만족, 전공인식만족)를 측정하기 위하

여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Lee, 2018). 또한, 객실승

무원에 대한 전문직관(자아개념, 사회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총 11문항을 포함하여 총 55문항을 연구에 반영

하였다(Ju, 2017). 설문의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세한 측정 문항은 Table 1과 같다. 

3.4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0년 7월 28일∼8월 4일까지 수도권 

2년제 및 4년제 대학의 항공서비스를 전공하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28부의 설문을 배포하

였으나, 불성실 답변 2부를 제외한 326부를 최종분석

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을 

바탕으로 SPSS 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문항의 타당성과 신

뢰성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

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전공만족도에 관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Ⅳ.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관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

사 대상인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291명(89.3%), 남성이 35명(10.7%)으로 나타났다. 재

학 중인 대학교의 유형은 2년제 대학이 225명(78.2%), 

4년제 대학이 71명(21.8%)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2

학년 150명(46.0%), 1학년 140명(42.9%), 3학년 25

명(7.7%), 4학년 11명(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

하고 있는 토익성적은 600점 미만이 147명(45.1%), 없

음 106명(32.5%), 600점∼700점 미만 46명(14.1%), 

700점∼800점 미만 27명(8.3%)으로 분포되었으며, 취

업을 희망하는 항공사의 유형은 국내항공사 283명

(86.8%), 해외항공사 43명(13.2%)을 나타났다. 해외여

행의 빈도는 1∼2회가 134명(41.1%), 3∼4회 80명

(24.5%), 5회 이상 70명(21.5%), 없음이 42명(12.9%)

구성개념 측정문항 및 조작적 정의

문화적 
역량

참여의지

역량1∼역량5(5)

타문화에 대해 이해와 교류하려는 
자발적 의지

인지적 
개방성/
유연성

역량6∼역량11(6)

타문화 경험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획득하고 학습하는 것에 대한 흥미

감정조절

역량12∼역량16(5)

개인의 감정이 수행이나 활동을 
방해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감정을 통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역량17∼역량20(4)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편 
심리와 같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려는 심리상태

자기

효능감

역량21∼역량26(6)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

문화공감

역량27∼역량31(5)

다른 문화적 배경이나 상황의 사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전공
만족도

전공

교과만족

만족1∼만족7(7)

자신의 전공과목을 학습하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가치와 즐거움

전공

인식만족

만족8∼만족13(6)

졸업 후 진로나 취업에 관한 긍정적인 
사고와 주변사람들의 관심이나 인식

전문
직관

자아개념

전문1∼전문4(4)

개인에게 형성된 사고와 신념이 
바탕으로 생성한 전문직 이미지

사회인식

전문5∼전문11(7)

사회화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개인의 사고와 신념

Table 1. Measuremen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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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체류기간은 없음이 184명(56.4%), 

1∼3개월 미만이 99명(30.4%), 6개월 이상 31명(9.5%), 

3개∼6개월 미만 12명(3.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 근무 시 요구되는 역량은 의사소통(외국어)능력

이 109명(33.4%), 서비스마인드 102명(31.3%), 대인

관계(팀워크)능력 72명(22.1%), 순발력 20명(6.1%), 

전문지식과 자기관리능력이 각각 10명(3.1%), 문화이

해력 3명(0.9%)의 분포를 보였다. 해외항공사 근무 시 

요구되는 역량은 의사소통(외국어)능력이 160명(49.1%), 

대인관계(팀워크)능력 58명(17.8%), 서비스마인드 51명

(15.6%), 문화이해력 27명(8.3%), 순발력 15명(4.6%), 

전문지식 11명(3.4%), 자기관리능력 4명(1.2%)의 순으

로 나타났다.

4.2 측정항목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측정항목의 타당도와 신뢰도 평가를 위해 선행연구

를 근거로 설정한 측정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

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은 척도순화과정을 거

쳐 일부 측정문항을 제거하였으며, 항공서비스전공 대

학생의 문화적 역량의 하위요인 중 8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23문항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공만족

도는 ‘만족8’, ‘만족11’ 문항을 제거하여 11개의 측정

문항을 적용하였다. 또한, 전문직관은 ‘전문9’, ‘전문

10’, ‘전문11’의 문항을 제거하여 총 8문항을 반영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 구성개념에 관한 총 42

개의 문항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에 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결과는 

Table 2와 같다.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의 결과를 다음 Table 3과 같이 

제시하였다.

4.3.1 문화적 역량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의 각 하위요

인이 교과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참여

의지, 인지적 개방성/유연성, 자기효능감의 요인이 전

공교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며, 

가설 H1-1(β=0.163, t= 2.632, p=0.009), H1-2(β= 

0.133, t=1.961, p=0.050), H1-5(β=0.191, t=2.964, 

p=0.003)는 채택되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9.861(p= 

0.00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156으로 15,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 

Watson는 1.909로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적

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참여의지, 인지적 개방

성/유연성, 문화공감의 요인이 전공인식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관계를 나타내며, 가설 H2-1(β=0.151, t= 

2.387, p=0.018), H2-(β=0.147, t=2.124, p=0.034), 

H2-6(β=0.133, t=2.163, p=0.031)은 채택되었다. 회

귀모형은 F값이 7.453(p=0.000)의 수치를 보이고 있

으며, 회귀식에 대한 R2=.123으로 12.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872로 나타나 회

귀식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Variable Items Factor loadingCronbach α

문화적 
역량

참여의지 5 0.559∼0.785 0.766

인지적 
개방성/유연성

4 0.588∼0.691 0.735

감정조절 3 0.485∼0.801 0.65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4 0.493∼0.846 0.731

자기효능감 5 0.619∼0.742 0.799

문화공감 2 0.757∼0.786 0.682

전공
만족도

전공
교과만족

7 0.778∼0.816 0.930

전공
인식만족

4 0.525∼0.869 0.810

전문
직관

자아개념 4 0.698∼0.845 0.820

사회인식 4 0.731∼0.811 0.796

Table 2. Analysi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가설 경로 결과

H1-1 참여의지→전공교과만족 채택

H1-2 인지적 개방성/유연성→전공교과만족 채택

H1-3 감정조절→전공교과만족 기각

H1-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전공교과만족 기각

H1-5 자기효능감→전공교과만족 채택

H1-6 문화공감→전공교과만족 기각

H2-1 참여의지→전공인식만족 채택

H2-2 인지적 개방성/유연성→전공인식만족 채택

H2-3 감정조절→전공인식만족 기각

H2-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전공인식만족 기각

H2-5 자기효능감→전공인식만족 기각

H2-6 문화공감→전공인식만족 채택

H3-1 전공교과만족→자아개념 채택

H3-2 잔공인식만족→자아개념 채택

H4-1 전공교과만족→사회인식 채택

H4-2 전공인식만족→사회인식 기각

Table 3. Estim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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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전공만족도가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이 

객실승무원에 관한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

펴본 결과, 전공교과만족과 전공인식만족은 자아개념에 

모두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며, 가설 H3-1(β=0.268, 

t=4.054, p=0.000), H3-2(β=0.307, t=4.644, p=0.000)

는 채택되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63.619(p=0.00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0.283으로 

28.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802로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공교과만족이 전문직관 중 인식만

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설 H4-1(β=0.250, 

t=3.337, p=0.001)은 채택되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15.051(p=0.00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0.158로 15.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997로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매개효과검증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이 경

험하는 전공만족도인 전공교과만족 및 전공인식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4.4.1 전공만족도 중 전공교과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전공교과만족이 문화적 역량의 하위요인과 전문직관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

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전공교과만족은 문화

적 역량의 참여의지와 전문직관의 자아개념의 관계에

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문화적 역량의 자기효능감

과 전문직관의 사회인식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4, Table 5). 

4.4.2 전공만족도 중 전공인식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전공인식만족이 문화적 역량의 하위요인과 전문직관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

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전공인식만족은 문화

적 역량의 참여의지와 문화공감과 전문직관의 자아개

념의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반면에 문화적 

역량과 전문직관의 사회인식 사이에서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Table 6, Table 7).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역

량, 전공만족도, 전문직관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상수  1.683***  1.527***  1.101***

참여의지
.219

 (.163)**
.248

 (.245)***
.193

  (.190)***

인지적 
개방성/유연성

.183
(.133)*

.133
(.127)*

.086
(.083)

감정조절
-.052
(-.052)

.065
(.085)

.079
(.10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015
(.017)

.009
(.013)

.005
(.007)

자기효능감
.199

 (.191)**
.096

(.121)*
.045
(.057)

문화공감
.067
(.057)

.145
 (.163)**

.128
 (.144)**

전공교과만족 - -
.253

 (.334)***

R2 .156 .290 .384

F  9.861*** 21.767*** 28.359***

Table 4.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cultural competence-major subject 
satisfaction-self concept)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상수  1.683***  1.631***  1.189***

참여의지
.219

 (.163)**
.069
(.041)

.012
(.007)

인지적 
개방성/유연성

.183
 (.133)*

-.026
(-.015)

-.074
(-.043)

감정조절
-.052
(-.052)

.176
 (.141)**

.190
 (.15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015
(.017)

-.087
(-.078)

-.091
(-.081)

자기효능감
.199

 (.191)**
.364

  (.280)***
.312

  (.240)***

문화공감
.067
(.057)

-.051
(-.035)

-.069
(-.047)

전공교과만족 - -
.263

  (.210)***

R2 .156 .146 .183

F  9.861***  9.071*** 10.164***

Table 5.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cultural competence-major subject 
satisfaction-social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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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화적 역량의 하위요인 중 참여의지, 인지적 

개방성/유연성, 자기효능감은 전공교과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관계를 나타냈으며, 감정조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문화공감은 영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참여의지, 인지적 개방성/유연성, 문화공감은 전

공인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으

며, 감정조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자기효능감은 영

향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람

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적응과 만족이 더 높다는 

Colarelli and Bishop(1990), Ragins and Scandural 

(2000)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타문화에 대해 이해

하고 교류하려는 자발적 의지, 타문화 경험과 같은 새

로운 경험을 획득하고 학습하는 것에 대한 흥미, 상황

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은 전공교과만족이

라는 자신의 전공과목을 학습하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가치와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졸업 후 진로나 취업에 관한 긍정적인 

사고와 주변사람들의 관심이나 인식 또한 타문화 이해

에 대한 자발적 의지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흥미, 그리

고 다른 문화적 배경이나 상황의 사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의한 영향을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

었다. 

둘째, 전공교과만족과 전공인식만족은 전문직관의 

자아개념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전공만족도의 전공교과만족만이 전문직

관의 사회인식에 긍정적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 전공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전공교과만족과 전공인식만족 모

두 개인에게 형성된 사고와 신념이 바탕으로 생성된 

전문직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사회화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개

인의 사고와 신념에는 전공교과만족만이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전공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우수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기대가 사

회적 근거로 생겨난 개인의 신념에는 반영되지 못하며, 

전공교과의 정보, 학습에 근거한 긍정인식만이 객실승

무직의 전문성에 대한 개인 신념을 형성함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항공서비스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전문직관에 관한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인식 만족이 높을수록 승무원의 전문

성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전공계열로 취업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보장된 점이 전공인식만족을 상

승시키는 결과라고 설명한 주서희(2017)의 견해와 일

치하지만, 교과과정 만족은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향관

계가 유의하지 않는다는 결과와는 차이점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셋째,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공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상수  2.475***  1.527*** 30.593***

참여의지
.164

 (.151)*
.248

 (.245)***
.194

  (.191)***

인지적 

개방성/유연성

.163
(.147)*

.133
(.127)*

.078
(.075)

감정조절
-.016
(-.020)

.065
(.085)

.071
(.09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013
(.018)

.009
(.013)

.004
(.007)

자기효능감
.032
(.038)

.096
(.121)*

.085
(.107)*

문화공감
.126

(.133)*
.145

 (.163)**
.102

(.115)*

전공인식만족 - -
.335

 (.357)***

R2 .123 .402

F  7.453*** 21.767***

Table 6.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cultural competence-major recognition  
satisfaction-self concept)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상수  2.475***  1.631***  .965***

참여의지
.164

(.151)*
.069
(.041)

.025
(.015)

인지적 

개방성/유연성

.163
(.147)*

-.026
(-.015)

0.070
(-.041)

감정조절
-.016
(-.020)

.176
 (.141)**

.181
(.14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013
(.018)

-.087
(-.078)

-.090
(-.081)

자기효능감
.032
(.038)

.364
 (.280)***

.356
 (.273)***

문화공감
.126

(.133)*
-.051
(-.035)

-.086
(-.058)

전공인식만족 - -
.269

 (.274)**

R2 .123 .146 .172

F  7.453***  9.071*** 9.457***

Table 7.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cultural competence-major recognition  
satisfaction-social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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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만족은 참여의지와 자아개념 사이와 자기효능감과 

사회인식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타

문화 상황에 대한 참여의지는 학생들의 전공에 실제 

학업의 가치를  통해 객실승무직의 전문성에 대한 스

스로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 수행에 관한 강한 신념도 교과 및 교육의 만족을 

통해 사회적 정보로 형성된 개인 신념을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공인식만족은 

단지 참여의지, 문화공감과 자아개념 사이에서 매개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사회인식과의 사이에서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다른 문화 상황에 대한 참여와 문화와 관

련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전공의 

사회적 긍정 감정을 통해 객실승무직에 대한 개인인식

을 더욱 적극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참여의지,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 스스로 수행의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학교측

면에서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단지 교과과정 내

에 개설되어 있는 언어를 포함한 글로벌 문화의 이해 

등에서 벗어나 해외 자원봉사, 국제교류, 교환학생 프

로그램과 비교과 과정을 개설하여 문화적 경험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항공서

비스 전공 대학생이 희망하는 객실승무직에 대한 객관

적인 자료, 즉 전문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

와 서비스와 연계된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커리큘럼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항공

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주요 구성개념으

로 선정하였다.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에서 이 연구를 

통해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이 전공만

족도와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전공만족

도, 전문직관 사이의 영향관계의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 교육에 접목시킴으로써 

항공서비스 관련학과 인재양성 유형이나 커리큘럼을 

비롯한 교육 환경 개선과 글로벌한 전문 서비스인을 

양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이다. 다만 본 연

구에서 다룬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전공만족도, 전문직관의 영향관계와 더불어 향후 취업

과 관련한 변수를 확장하고, 2년제 및 4년제 대학 항공

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실질적인 학제구성과 균형을 맞

추어 표본으로 설정하여 연구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

과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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