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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우수한 인 자원을 요시 하는 호텔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 , 

실무  시사 을 제공하고자 제안된 직원가치(EVP: Employee Value Proposition), 직무만족도, 조직충성

도 간의 구조  계를 악하 다. 서울에서 근무 인 호텔종사자를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고, 총 

379명의 자료가 실증분석에 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EVP 요인은 ‘  보상’, ‘승진만족도’, ‘업무시간 

유연성’, ‘직무순환 효율성’으로 나타났다. 한 EVP, 직무만족도, 조직충성도간의 구조 계를 분석한 결

과, EVP는 직무만족도  조직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직무만족도는 조직충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EVP(제안된 직원가치)∣직무만족도∣조직충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mployee Value Proposition (EVP)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loyalty. As a result, the study clarifies the hotel's EVP 

system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EVP,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loyalty by generating theocra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related to those 

behaviors. Using a sample drawn from full-time workers in hotel, total 379 participa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study tested the hypothesis by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EVP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However, job satisfaction does not influence 

organizational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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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조직의 존재 목 은 자사가 추구하는 랜드 이미지

를 바탕으로 성장과 더불어 높은 이익 창출을 하는 것

이다. 이는 호텔기업도 외 일 수 는 없다. 우수한 인

자원은 서비스품질과 이익 창출에 직결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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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업의 인  자원인 종업원들은 기업이 추구하는 가

치 과 일치하며, 기업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임

으로서 종업원과 조직의 동일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의 

가치를 구 할 수 있다. Tyler & Blader[1] 와 

Olkkonen & Lipponen[2] 은 이러한 높은 수 의 조직 

동일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은 종업원의 조직 동일화 경

향을 높이며,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 다. 한, 

Cole & Bruch[3]은 강한 수 의 조직 동일화는 조직원

들의 이직의사를 낮춘다고 하 다.

특히 호텔산업은 인 자원에 한 의존도가 높으며, 

능력 있고 서비스에 한 개념이 확실한 인 자원의 여

부가 호텔경 의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4]. 많은 호텔기

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시키기 해 종업

원들에게 그 조직에서만 가능한 폭넓은 범 의 개성

이고 특징 인 다양한 보상, 편익, 조직 특성이 포함된 

고용경험을 제공한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호텔종사원

들의 잠재  역량을 개발하고 직무만족  개인 경력개

발, 리를 통한 지속 인 제도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인재를 유지 하고, 

개발 시키는 것은 부분의 호텔기업들이 직면하고 있

는 요한 과제이다[5]. 따라서 호텔기업들이  조직내

부에 있는 우수인재를 확보, 유지하기 해서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인

지, 우수하고 유능한 직원들의 지속 인 업무활동을 

해서 조직이 제공할 것은 무엇인지, 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가 여기서 일해야 하는지에  한 질문에 

한 설득력 있는 답을 비해야 한다[6].

제안된 직원가치(EVP: Employee Value Proposition)

의 개념은 조직이 인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직무와 

련된 기 를 얼마나 잘 충족시켜  수 있는지 설명하

는 가치로서 잠재 인 인재를 확보하고, 조직내부에 있

는 종업원들을 유지 할 수 있는 핵심 인 경 도구라 

할 수 있다[5]. 표 인 로 신 인 총체  포상 

략으로 기업효용을 창출 한 Marriott Hotel의 연구 결과

에 의하면, 인 보상이 EVP의 요 요인임을 밝

혔다[7]. 한 비 인 요인을 강조한 The Portman 

Ritz-Carlton는  재 7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

고, 최근 5년 동안 직원의 만족도는  세계 63개의 

Ritz-Carlton 계열사 호텔  98%에 이르는 최고의 만

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아시아 호텔 업계의 평균 

이직률 29%에 비해 Portman Ritz-Carlton 직원의 이직

률은 15%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EVP는 종업원의 직

무만족  조직충성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호텔의 호텔 종업원의 제안

된 직원가치(EVP: Employee Value Proposition)의 

요성에 해 악하고, EVP의 속성에 해 구체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EVP가 호텔 종업원의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서 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EVP가 

직무만족도와 조직충성도에 미치는 상호 계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제안된 직원가치(EVP) 
기업의 지속 인 성장을 해서는 조직의 목 과 부

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여 유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특히 호텔과 같은 서비

스산업에서의 우수한 인 자원은 성공의 요한 요인

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재확보  유지를 해서는 경

쟁기업과는 차별화된 고유한 근로환경, 업무경험과 같

은 특징 이면서도 매력 인 보상의 근방법이 있어

야만 한다.

제안된 직원가치(Employee value proposition)는 기

업의 경 목표와 부합하고, 유능한 인재를 지속 으로 

확보하기 한 략으로서 많은 기업에서 요시 여기

고 있는 가치이다. 한 EVP는 Employer Branding(고

용자의 랜드화)의 개념을 확 , 응용하여 기존의 직

원 뿐 만 아니라 잠재 인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업이 

가지는 특징을 제시하고, 랜드 이미지를 성립하여 이

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인사 략을 말한다[8]. 따라서 기

업이 랜드를 확립하기 해서 조직이 가지는 가치 , 

개성, 특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EVP에 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Minchington[9]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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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조직에 제공하는 능력, 스킬, 업무활동에 한 보

답으로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과 여의 통합  근으

로 EVP를 정의하 고, Michaels et al.[6]은 EVP를 직

원들이 일에 한 만족감으로부터 환경, 리더십, 동료,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경험

하고 부여받게 되는 모든 것들의 총합이라 하 다.

EVP의 실행으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 비

 보상 로그램은 조직마다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

고 있다. 그 에서도 무엇보다 요한 은, EVP가 포

함하는 비  보상으로 직원의 사회 , 감정 , 심리

인 만족감을 충족시켜 다는 이다. EVP의 직원 업

무와 련된 경험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과 측면들이 복

잡하게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궁극 으로 기업마

다 매우 다른 경험을 종업원에게 제공하게 된다[10]. 

를 들어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활동의 기회

는 종업원이 가지는 사회  책임에 한 이데올로기 , 

심리 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고용경험에 매우 특징 이며, 정 인 측

면을 구성하게 된다. 2000년 DAVOS 세계경제포럼에

서 “인재 쟁”에 한 연구 발표 에 EVP에 한 개

념은 구체화되기 시작하 고, 이는 조직이 인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직무와 련된 기 를 얼마나 잘 충족시

켜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발 되었다. 

Michaels et al.[6]은 종사원들이 회사를 선택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소득뿐만 아니라 만족, 환경, 리더

십, 동료, 꿈의 실  등 심리 인 보상까지를 모두 포함

하는 것으로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해서는 

기업들은 종업원들이 제공받고 싶어 하는 매력 인 

EVP를 보유해야만 한다고 하 다.

 

2.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은 1920년  말 산업화 기에 체계 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직무의 난이도와 도 감, 요도

와 다양함, 책임감 등에 해 직원 스스로 업무에서 느

낄 수 있는 인지  직무만족과 보상, 직무와 련된 승

진, 작업환경과 직무수행 결과로 나타나는 느낌 혹은 

감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직무만족으로 나 어서 정

의하 다[11]. McClearly & Weaver[12]는 호텔 기업을 

상으로 직무만족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결과, 승진  

자기성장의 기회, 직무의 성격  흥미로움, 자신의 책

무와 자유재량의 폭인 권한, 업무환경, 소속감, 업무성

과에 한 인정, 직업의 안정성, 훌륭한 교육이나 여, 

직원에 한 회사의 심  존 이 직무만족의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기업과는 다소 상이한 

연구결과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개

인이 자신의 직무에서 느끼는 일종의 태도로 자신의 직

무를 스스로 평가하거나 직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정 인 감정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조직 충성도 
Ashforth & Meal[13]에 따르면 조직 충성도는 직원

이 조직에 해 가지는 열정과 심리 인 애착심으로서 

조직에 부합하는 가치와 규범을 따르고, 조직의 구성으

로 남으려는 의지를 조직 충성도라 하 다. 한 양길

승[14]은 직원이 조직에 해 애사심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여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헌신이라고 정의하

다. 최근 사회에서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에 비

해 사라지고 있어 조직에 한 충성도가 감소되는 추세

이다[15]. 그러나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 충성도는 조

직과의 일체감, 목표달성을 한 의지와 능력을 향상시

키는 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14][16]. 한 호텔과 같

은 서비스산업에서 우수한 인 자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차원에서도 요하다. Bailyn[17], 하용규 외 2인

[16],양길승[14]등은 조직의 이윤창출과 경쟁시장에서 

우 를 확보하는 략으로 조직충성도를 경 방침으로 

하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자발

인 직무수행의지가 증 된다고 하 다. 한 

Silvestro[18]는 서비스 조직에서 직원들의 조직 충성도

는 서비스의 생산성과 성과를 높이는데 요한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특 1, 2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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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하 다. 표본추출의 표본에 한 체계 인 수

집을 해 서울에 치한 7개 호텔의 부서별 인원수를 

악하여 2012년 9월1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 측

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하여 심층 면 조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리직 20부, 업부서 20부, 

지원부서 20부씩 총 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원들

의 인식차이를 조사하 다. 사  조사  비 분석을 

한 후,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 설문을 

실시하 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서울에 치한 7개의 

호텔에 배포하 고, 응답자들은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에 응답하 다. 이에 수집된 표본은 388명으로서 

불성실한 답변 9부를 제외한 379명의 자료가 실증분석

에 용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 설정
2.1 EVP와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의 측변수로 규정하기 한 연구는 학

자들마다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개인의 기 나 목

표에 한 주 인 잣 로 평가 할 수 있는 항목이 더 

요한 요즘 EVP가 포함하는 비 인 보상인 종업

원이 가지는 사회 , 감정 , 심리 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요소는 직무만족도와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남규[5]는 호텔 인재의 EVP와 인재개발요소에 한 

요성 지각이 조직몰입,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고, 그 결과 EVP요인들이 경력성공 요인 

 하나인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를 제

시하 다. 한 장성근[19]은 인재들의 기 에 부응하

는 EVP를 제공했을 때 종사원들 개개인이 최고의 역량

을 발휘하며 직무만족도를 높여  수 있다고 하 다. 

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동일시하는 경향

이 많을 때 개개인이 느끼는 직무 만족도는 높다고 하

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VP는 직무만

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1 : Employee Value Proposition(EVP)은 직무만족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2 직무만족도와 조직충성도
호텔기업은 인  서비스에 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으로 잠재 인 지원자와 근무 인 종업원이 자사가 추

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부합되고 종업원이 자신과 회사

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높을 때 시 지 효과를 낼 수 있

다. 김태 과 박숙진[20] 연구에서는 호텔 비정규직 직

원을 상으로 직무만족이 조직충성도에 미치는 향

을 악한 결과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Bolon[18]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조직몰입

과 함께 조직충성도의 측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강

명희 등[22] 연구에서도 조직구성원의 감성지능, 직무

만족, 조직몰입, 조직충성도간의 계를 규명한 결과 직

무만족은 조직몰입에 향을 주었고, 조직몰입은 조직

충성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감

성지능과 직무만족은 조직충성도에 간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경희와 고호석[23], 이성

필과 이민순[24] 연구에서도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 조

직충성도에 해 연구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EVP는 조직충성도에 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2 : 직무만족도는 조직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칠 것이다.

2.3 EVP와 조직충성도
불확실한 오늘날의 시장에서 자신의 고용 안정성은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  업무 능력으로 결정짓는다는 

것을 체득하고, 직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경력개발  

성장과 지속 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다면 언

제든지 이직을 결심한다. EVP는 종업원의 성장과 자기

개발을 한 방법을 제시하며 효율 이면서도 의도

이고 사려 깊은 업무, 각 직무에서의 성장을 도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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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력 인 업무환경을 마련한다. 이러한 환경은 종업

원의 조직에 한 충성도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최근 들어 조직충성도에 한 이해와 충성도를 높

이기 한 요인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Jones & 

Sasser[25]는 조직 종사원의 몰입  직무만족은 근본

으로 기업 성과를 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충성심

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 다. 강성주[26]연구에서는 커

뮤니 이션, 보상, 교육 등의 요인이 조직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고, 하용규 등[16]은 종사원

들에게 조직에 한 자부심, 업무성취욕구, 종사원들 간

의 교감의식이 조직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다고 

나타났다. 한 Michaels, et al[6]는 훌륭한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동기부여 하여 지속 인 핵심인재

로 유지시키는 차별화된 EVP는 인재의 잠재역량 개발

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인재이탈과 이직을 방지한다

고 하 다. 호텔기업처럼 인 자원 확보가 성공을 좌우

하는 기업에서는 EVP는 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조직충성도를 한 호텔기업 종사원의 

EVP에 한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EVP와 조직충성도에 한 계를 악하

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EVP는 조직 충성

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 다.

H3 : EVP는 조직충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2. 설문지 구성
설문 항목은 직원의 가치제안(EVP), 직무만족도, 조

직충성도, 기타 인구통계학   일반항목으로 크게 4

개 부분으로 구분하 다. 먼  EVP는  보상, 승

진, 업무시간 유연성, 직무순환의 내용을 포함한 변수를 

포함하여 총 16개의 항목으로 측정하 으며, 직무만족

도는 총 7개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한 조직충성도

를 측정하기 해 4가지 항목을 도출하 다. 마지막으

로 기타 문항들은 응답자 특성을 알아보는 인구통계학

  일반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지 유효 표본의 분석을 

해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20.0 통계패키지 로그

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 다. 첫째, 응답자

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 다. 둘째, EVP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핵심 인 차원을 도출하 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변

수들의 내  일 성 검정을 해  Cronbach's α 값을 

이용한 신뢰도 검정(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 다. 

셋째, EVP, 직무만족과 충성도간의 구조  계를 규

명하기 해 AMOS 20.0 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 다. 

표 1. 설문지 구성항목

구분 항목수 선행연구 척도

EVP

금전적 보상 4 Michaels et 
al.(2001)

차종석(2003)
이선희 외 
2인(2007)

조남규(2009)

Likert 
7점 척도

승진 만족도 4

업무시간 유연성 4

직무순환 효율성 4

직무
만족도

업무만족도
목표달성 만족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만족도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만족도

승진제도 만족도
급여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7

Greenhaus et 
al.(1990)
Mobley et 
al.(1994)

박수성(2006)

Likert 
7점 척도

조직
충성도

조직에 대한 신뢰성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있음
이직을 고려하지 않음
현재 직장에 대한 

긍정성

4

이윤호⋅배인호
(2011)

양길승(2010).
김명언⋅이현정

(1992).

Likert 
7점 척도

기타
사항

성별/연령/결혼여부/
호텔의 경영형태/
호텔의 등급/

현 직장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소속부서/

고용형태/직위/
근무부서의 이동경험

9
명목
척도
비율
척도

Ⅳ. 실증분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

성이 231명(61.3%), 여성이 146명(38.7%)으로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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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남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기존의 호텔종사원 련 설문조사에 비해 

리직 주의 장기근속 정규직을 상으로 설문이 진

행된 까닭으로 분석 할 수 있겠다. 

연령을 살펴보면, 20  106명(28.0%), 30  120명

(31.7%), 40  117명(31.0%), 50  34명(9.0%)  60  이

상 1명(0.3%)으로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되어있다. 

한 응답자  209명(55.4%)은 기혼이며, 미혼은 165명

(43.8%)으로 나타나 기혼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및 일반적 특성

구분 범주
응답
자 수

비율
(%)

구분 범주
응답
자 수

비율
(%)

성별
남자 231 61.3 직무

순환 
경험

있다 243 64.6
여자 146 38.7 없다 133 35.4

연령

20대 106 28.0
총
근무
년수

5년 미만 80 22.0
10년 미만 100 27.530대 120 31.7
15년 미만 64 17.640대 117 31.0 20년 미만 60 16.5

50대 34 9.0 25년 미만 47 12.9
60대 이상 1 0.3 25년 이상 13 3.6

결혼
여부

기혼 209 55.4

소속
부서

객실부서 84 22.2
미혼 165 43.8 식음료부서 160 42.3
기타 3 0.8 조리부서 70 18.5

직위
사원 192 50.9 관리부서 28 7.4주임/계장 94 24.9

판촉부서 19 5.0대리/과장 84 22.3
기타 17 4.5차장/부장 7 1.9

고용
형태

계약직 17 4.5
연
소득

2천만 미만 50 13.2
3천만 미만 131 34.7
4천만 미만 94 24.9

정규직 360 95.5
5천만 미만 67 17.7
6천만 미만 27 7.1
6천만 이상 9 2.4

호텔 근무 년 수를 악한 결과 5년 미만이 80명

(22.0%), 10년 미만 100명(27.5%), 15년 미만 64명

(16.9%), 20년 미만 60명(15.9%), 25년 미만 47명

(12.4%) 등으로 나타내어 다양한 근속경험을 나타내었

다. 한 근무부서는 식음료부 160명(42.3%), 객실부 84

명(22.2%), 조리부 70명(18.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인구통계학  특성  일반  특성은 [표 2]에 나

타나있다. 

2.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EVP 와 주  경력성공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의 문

항 수를 이기 해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과 직각회  방식의 배리맥스를 

사용하 고, 요인 재량과 공통성이 . 4 이하인 것은 제

거하 고, 고유값이 1.0보다 큰 것을 요인으로 추출하

다. 탐색  요인 분석과 도출된 요인은 복합변수

(Composite variavle)로 계산하여, 각 개념(Constrict) 

의 측정변수로 사용하 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변수 측정
요인
재량

분산
설명
력

신뢰
도
분석

금전적
보상

우리 회사는 매년 높은 현금보상을 
해준다. 0.89

24.3 0.86우리 회사는 업무실적에 따라 상당한 
부를 창출 할 수 있다. 0.87

우리 회사는 높은 성과를 냈을 때 
추가적인 보상이 있다. 0.89

승진 
만족도

우리 회사는 경쟁회사에 비해 승진에 
대한 기회가 많다. 0.92

18.9 0.84우리 회사는 업무 고성과자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0.92

업무
시간 
유연성

우리 회사는 개인과 가족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0.89

17.9 0.76우리 회사는 업무 시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0.89

직무순환 
효율성 

직무순환의 주기는 적당하다. 0.78

17.7 0.80
직무순환은 회사의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0.87
직무순환은 경력을 개발함으로써 

승진에 유리하다. 0.86
KMO값=.89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2=1846.678 

(p=.000) 79.0%

분석결과, 체 표본 합도(KMO) 값은 .898,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χ2의 값이 1846.678(p=.000)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4개의 요인이 도출되어, 각각 ‘  

보상’, ‘승진만족도’, ‘업무시간 유연성’, ‘직무순환 효율

성’ 이라고 명명하 고, 총 분산설명력은 79.031%로 나

타났다. 

3.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첫 번째로, 이론  배경에 근거하여 설정된 측정변수

와 잠재변수간의 계를 통계 으로 확인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27].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

하기 해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여 체 인 모형 합도를 악하 다. 표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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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도 악은 카이제곱(χ2) 통계량, 여러 가지 합

지수 (GFI, AGFI, NFI, CFI, RMR, RMSEA)를 함께 고

려하 다. 모형 합도 검증과정에서 합도 지수를 높

이기 해 변수의 표 화 회귀계수, 오차항, 다 상 계

수를 고려하여 신뢰도가 낮은 변수를 삭제한 후 최종 선

택된 모형의 합도 지수 확인하 다. 

먼 , 본 연구의 체  구조모형(overall Model)을 

검증한 결과 χ2=358.2, 자유도(df)=83, p값 = .000, GFI 

=.86 AGFI=.80, NFI=.88, CFI =.91, RMR=.09 RMSEA 

= .09로 합도 수 이 임계치 보다 낮은 을 고려하여 

합도가 향상된 모형을 찾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

다. 연구모형의 합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해주는 수정지수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낮은 변수를 제

거하고, 공분산이 비교  크게 나타나는 요소들 간의 

공분산간의 고정화를 한 경로수정을 추가하 다. 

수정된 연구 모형의 합도 결과 χ2 =178.6, 자유도

(df) =56, p값 =.000, GFI =.92 AGFI =.87, NFI =.93, CFI 

=.95, RMR =.08 RMSEA =.07로 개선되어 요인별 모형

합지수는 부분 지수에서 합도가 향상되어, 임계

치 기 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EVP, 직무

만족도, 조직충성도에 한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모형의 합도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

합지수
증분 합
지수

조정
합지수 

CFI RMR
RMS
EA

AGFI NFI PNFI CFI IFI RFI

1 .86 .09 .09 .80 .88 .70 .91 .91 .85
2 .92 .08 .08 .87 .93 .67 .95 .95 .91

1, 수정 전 모형 2. 수정 후 모형

한 각각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

는가를 평가하기 해 개념 신뢰도  분산추출지수를 

확인하 다. Fornell 과 Larcker[28] 의 식을 사용하

으며 개념 신뢰도는 0.7이상, 분산추출지수는 0.5이상 

되어야 잠재변수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본 연구 결과에

서는 개념 신뢰도(CR)는 .79~.85 사이로 .7보다 높고, 평

균분산추출값(AVE)이 .51~.67사이로 나타나 신뢰성과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 화 
추정치

t 값
개념
신뢰도

분산
추출지수
(AVE)

EVP .85 .54
시간유연성 .792 _ .63 .37
직무순환 .831 16.913 .69 .31
승진 .815 16.476 .66 .34

금전적 보상 .615 11.597 .38 .62
직무만족도 .85 .67
만족도1 .584 9.355 .34 .66
만족도4 .766 11.579 .59 .41
만족도5 .781 11.743 .61 .39
만족도6 .871 12.199 .76 .24
만족도7 .627 _ .39 .61

조직 충성도 .79 .51
충성도 1 .623 11.129 .38 .62
충성도 2 .754 _ .57 .43
충성도 3 .650 11.675 .42 .58
충성도 4 .826 11.129 .68 .32

4. 연구가설 검증
확인  요인분석에 이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

형의 합성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공분산 구조

방식을 실시하 다. 우선, 본 연구의 모형 합도를 

악한 결과 X
2 =295.357, 자유도(df) =62, GFI =.86, AGFI 

=.80, NFI =.89, CFI =.91, RMR =.08, RMSEA =.08 로 

합도 수 이 임계치 보다 낮은 을 고려하여 합도

가 향상된 모형을 찾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 공

분산이 비교  크게 나타나는 요소들간의 공분산간의 

고정화를 한 경로수정을 추가하여 수정된 모형 합

도를 확인하 다. 그 결과, X
2 =181.062, 자유도(df) =57, 

GFI =.92, AGFI =.85, NFI =.93, CFI =.91, RMR =.07 

RMSEA =.07 로 나타나 합도가 향상되어, 임계치 기

을 충족하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첫

째번 가설인 ‘EVP는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둘 구성개념간의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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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인 ‘직무만족이 조직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칠 것이다’ 는 P값이 .969로 나타나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

로 세 번째 가설인 EVP가 조직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한 결과 EVP는 조직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검증결과

가설 가설경로 표 화계수 t값 p값 결과

H1 EVP → 직무만족도 .928 11.275 .000
*** 채택

H2 직무만족도 → 조직 
충성도 .008 .039 .969 기각

H3 EVP → 조직 
충성도 .902 4.476 .000

*** 채택
주: ***p<.001

Ⅴ. 결 론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를 우선시하는 종업원의 패러

다임 변화로 인해 우수인재의 확보  유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호텔기업의 인 자원 리에 실질 인 도

움을 주고자 제안된 직원가치(EVP: Employee Value 

Proposition)를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설명변수를 재  

구성하여 직무만족과 조직충성도에 미치는 향 계를  

실증분석 하 고, 이론 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EVP의 요인   보상과 승진 만족도, 업

무시간 유연성, 직무순환 효율성은 직무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남규[5], 장성

근[19]의 연구결과인 EVP요인이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EVP 요인  업무시간 유연성은 가족과 일의 병행과 

함께 종업원에게 자기개발 시간을 제공함으로 업무와 

조직에 한 만족도를 높이며, 효율 인 직무순환을 통

해 잠재능력향상과 함께 성장개발을 통한 업무능력 향

상으로 종업원의 문 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보상

은 업무 성과에 미치는 내재   외재 인 동기유발이 

될 수 있으므로 고성과자에 한 차별보상은 직무만족

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직무만족도와 조직충성도는 유의한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문헌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서 추후 연구에서 데이터의 문제 을 보

안하여 본 연구 결과에 해 보안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직무만족과 조직충성도간의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에 해서 본 연구는 종업원들의 의식

이 시 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향을 받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라 해석 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조직구성

원들이 자의든 타의든 자신이 속한 기업의 가치 과 정

체성을 통일하여 혼연일체로 기업 가치를 구 하여 이

를 성과로 창출해 냈지만, 고용의 변화가 경기의 흐름

에 따라 불확실한 지 의 상황에서는 직무만족이 높다

고 하여 조직의 충성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조직충성도가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

는 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일과 가족의 공존을 통한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요즘에는 조직충성도보다는 직

무만족에 우선한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셋째, 제안된 직원가치(EVP: Employee Value 

Proposition)는 조직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VP의 기본 인 목 은 고용된 종업원

들로 하여  조직에 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데에 있

는데 이것은 조직과의 유 감을 느끼게 해주는 요 요

소이다. 조직구성원들은 그들이 속한 조직과 아이덴티

티를 공유하고 싶어 하며 개인이 조직 내에서 그 조직

에서만 가능한 폭넓은 범 의 개성 이고 특징 인 고

용경험을 업무 인 여러 형태의 보상, 편익과 련하여 

존 받는다고 느낄 때 조직에 한 충성도는 높아진다

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분석에 의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 인 시사 을 제시한다.

호텔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 유지하기 해서는 경

쟁기업과는 차별화된 매우 특징 이면서도 우호 인 

직원가치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 비 인 

보상 로그램을 포함한 성공 인 EVP는 종업원과 조

직사이에 특별하면서도 정 인 심리  유 감을 형

성하여 조직충성도와 함께 지속 으로 높은 생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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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EVP에 

한 학문 인 심을 유발시키며, 호텔기업뿐만 아니라 

Hospitality산업에서 연구가 지속 으로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후속연구에서는 표본 집단의 다양화, EVP의 

계변수의 다양화, 경 자와 종업원과의 EVP에 한 

인식차이를 연구한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경 자의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

고 기업 고유의 정서와 문화가 일치하는 직원을 채용한

다면 반드시 높은 매출과 지속 인 수익창출의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특1,2  호

텔 종사원을 연구 상으로 한정하여 실시하 기 때문

에 일반화 시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연구 상을 다양화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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