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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호텔기업은 고객서비스가 가장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로 직원들이 고객과의 대면상황에서 어떤 서비스가 펼

쳐지는지에 따라서 호텔의 이익이 바뀌어 질수 있다. 따라서 호텔은 유능하고 우수한 직원들을 꾸준하게 유

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호텔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직원들의 타 업체로의 이직을 막아 회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윤을 최대한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조직관리로써 역할갈등(직장-가정갈등, 가정-직장갈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다. 그리고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마음챙김 변수를 대입하여 매개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특급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 경기지방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역할갈등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관계를 이루었고,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마음챙김은 매개역할을 

하였다.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는 역할 갈등의 첫 번째 변수인 

직장-가정갈등 상황에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마음챙김이 매개를 한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

고 두 번째 독립변수인 가정- 직장갈등의 상황에서는 마음챙김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마음챙김 교육을 통하여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 배려가 기

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할갈등의 결과변수를 

좋게 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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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호텔기업은 인적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조직으로 조직 내 단합이 

강조되는 집단이다. 종사원간의 갈등으로 인해 부정적 행동이 고객에

게 미친다면 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기는 원인으로 호텔 

조직을 대상으로 갈등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1][2].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형성되고 어느 한 가지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역할상의 분화(role 

differentiation)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종사원들은 서로

가 서로에게 바라는 역할기대와 역할에 대한 행동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 역할기대와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할행동 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역할갈등이라 한다[3].

역할갈등 중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대사회로의 변화에서 사회변화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의 갈등이 여성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직장인

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심리학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직장-가정, 가정-직장 사이의 

갈등은 여성들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남성들도 

여성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발생하고 직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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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업무로 인하여 가족과의 유대를 방해하거나 가정 때문에 직장일

이 지장을 받는다고 느끼며 이것이 심한 갈등으로 나타난다[4].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또한 시기에 따라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갈등이 조직 구성원 내에 

지각되었으며 그 갈등으로 좀 더 악영향을 받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5].

호텔기업은 고객만족과 기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유능한 인적자원

에 대한 관리와 유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서비스접점에서 고객과 

직접 마주치는 직원은 호텔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다.[6]. 따라서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결국 고객에게 다가가

는 종사원들의 만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갈등으로 숙련된 직원들이 떠난다면 기업 입장에서 또다른 

경영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심리학, 임상, 심리치료 분야에서 인간의 

강점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서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마음챙김이다[7]. 초창기 마음챙김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출발하였지만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마음챙김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조직 

내에서 개인이 갈등의 경험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부정적 태도가 마음챙

김을 통해 이직의도를 낮게 조절할 수 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텔 기업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는 직장-가정, 가정-직장의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마음챙김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호텔 종사원들의 

역할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직의도를 줄여줌으로써 호텔조직의 

효율적인 인사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role conflict

역할갈등은 호텔종사자들이 고객, 동료 및 매니저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양립할 수 없는 직무요구(job demands)를 받고 동시에 

모든 직무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역할갈등은 특히 

호텔의 종사자들처럼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들에게 있어서 골치 

아픈 문제가 되며[8] 이러한 역할갈등과 같은 직무스트레스는 일정수

준을 넘어설 경우 “직원이 조직을 기꺼이 떠나고자 하는 의도[9]인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의 증대로 이어지는 등 조직전반에 

직접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 역기능 역할을 할 것이다.

다양한 갈등 중에서 직장에서와 가정에서의 역할의 증대로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역할 갈등을 직장의 일이 가정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가정 갈등과 가정의 일이직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직장갈등으로 구분을 하였다[10]. 

역할갈등에 대한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갈등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현대사회에서 계속 증가하는 역할갈등 중에서 직장-

가정역할갈등, 가정-직장역할갈등을 독립변수로 종사원들은 이런 상

황에서 개인의 행복과 직장에서의 업무사이에서 겪는 종업원들의 

갈등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한다. 

2. turnover intention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란 기업의 종사원이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지금의 직장을 떠나고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Meyer & Allen, 1984). 종사원의 이직의도는 곧 새로운 인력채

용과 교육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직보다는 이직의도

를 미리 파악하여 기업 인력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3. Mindfulness

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용어는 팔리어(Pali) ‘sati’의 번역어

이다. 인경(2001)이[11] 인용한 Pali-English 사전에 따르면 sati의 

사전적 의미는 기억하기(memory), 재인(recognition), 의식

(consciousness), 주목(intentness), 마음챙김(mindfulness)이다. 

Sati는 기억하다는 의미의 동사인 sarati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어 

번역으로 마음챙김(mindfulness)으로 번역되는 것에 더해서, sati는 

자각(awareness)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불교에서 마음챙김의 근본적

인 의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기억해내고 돌아오는 

감각과 함께하는 자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역할갈등과 의직의도

의 영향관계에 있어 마음챙김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Research Design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호텔종사원들의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여향관계

를 파악하고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그림 

1>을 설정하였다.

Fig. 1. 연구모형

2. Hypothesis Setting

1) 역할갈등과 이직의도의 관계

조직 내에서 역할갈등이 높아지면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조직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결국은 직장을 떠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12]. 또한 역할갈등에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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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선행연구들을 보면, 역할갈등은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이직의

도를 높게 하는 변수로 분석하였다[13]. 이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 호텔종사원들의 직장-가정역할갈등과 가정-직

장역할갈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가 생긴다는 가정으

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H1. 기혼자 호텔종사원들의 역할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기혼자 호텔종사원들의 직장-가정역할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기혼자 호텔종사원들의 가정-직장역할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역할갈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있어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마음챙김을 통하여 부정적 성향 감소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역할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데 마음챙김이 조절효과를 미친다는 유의미향 영향을 

가진다는 연구를 하였다.(김정오, 2020). 이런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H2. 기혼자 호텔종사원들의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마음챙김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2-1 기혼자 호텔종사원들의 직장-가정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마음챙김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2-2 혼자 호텔종사원들의 가정-직장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마음챙김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직장-가정 갈등은 직장과 가정 영역 모두가 갈등의 원인이며 이 

둘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직장역할에 참여함으로써 가정역할

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가정 역할에 참여함으로써 직장역할에 어려움

이 발생하게 된다. 직장과 가정은 대립의 상태를 유지하고 이것이 

역할 갈등에 따른 직장-가정 갈등 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직장-가정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Carson, Kacmar & Williams(2000)이[14] 

개발한 직장-가정갈등척도를 김수정(2015)이[15] 번역한 것을 사용

하였다. 직장-가정갈등(4문항), 가정-직장갈등(6문항) 설문문항을 구

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Mobley(1982)는[16] 이직의도를 조직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구성

원이 스스로 조직 내 구성원의 자격을 포기하고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였고, Allen & Meyer(1990)도 종업원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고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미경(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제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Collecting Data

본 연구에서 호텔종사원들의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서 마음챙김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고자 2020년 12 월5일부터 12월10

일까지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IV. Certification Analysis

1. statistical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총 367부 중 미혼자를 재외하고 기혼자에 

해당하는 125명의 자료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78 62.4

여자 47 37.6

연령

20대 5 4.0

30대 76 60.8

40대 43 34.4

50대 이상 1 .8

최종 학력

고등학교졸업 1 .8

전문대학졸업 23 18.4

4년제대학졸업 100 80.0

대학원이상 1 .8

근무부서

객실 62 49.6

식음료 13 10.4

조리 10 8.0

경영지원 25 20.0

기타(마케팅 등) 15 12.0

합계 125 100.0 

N=125

Table 1. 응답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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