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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호텔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내재적 동기요인, 심리적 임파워먼트, 정감적 몰입 및 서비스품질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서울시 소재 6개 특급호
텔에 종사하는 233명의 호텔종사자들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주된 자료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기법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내재적 동기요인인 직무도전성과 직무자율성은 호텔종사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반면에, 직무다양성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도전성, 

직무다양성 및 직무자율성의 세 내재적 동기요인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모두 호텔종사자의 정감적 몰입에 정의 영향
을 미치고, 그리고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정감적 몰입의 두 변수 모두 호텔종사자의 서비스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내재적 동기요인, 심리적 임파워먼트, 정감적 몰입, 서비스품질, 호텔종사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intrinsic motivators, psychological
empowerment, affective commitment, and service quality among hotel industry employees.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233 hotel employe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echnique. This study found that two job characteristics 
variables(job challenge and job autonomy) had positive effects on hotel employees' psychological empowerment; 
that three job characteristics variables(job challenge, job variety and job autonomy)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had positive effects on hotel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at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d positive effects on hotel employees' service quality.

Key Words : Intrinsic Motivators, Psychological Empower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Service Quality, 
Hotel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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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서비스기업의 치열한 경쟁과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는 서비스기업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모색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서비스기업은 이들 

기업 간에 경쟁우 를 선 할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 서비스는 그 특성상 생산과 소비

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서비스품질은 종업원과 고객간

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 에서 고객의 지각에 의해 

결정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서비스품질에 

한 직 인 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서

비스 산업의 표인 호텔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원자재

의 의존도가 매우 낮으며 서비스의 특성인 무형성, 동시

성, 이질성, 소멸성  인 자원 요성 등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응하기 해 신속하고 지속

인 응책을 통해 빠른 환경변화에 극 으로 처하

고 있다<참고문헌 5참조>. 특히 호텔산업의 특성상 이

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서비스를 직  제공하는 종업원들

의 역할에 달려있으며, 고객들에 한 서비스품질 수

은 궁극 으로 종업원들의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호텔산업으로 표되는 서비스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

리 인  노동에 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고객들의 

만족은 이들 기업의 종업원들로부터 받은 서비스나 태도, 

즉 서비스품질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된다. 이런 측면에

서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서비스

품질의 향요인으로서 심리  임 워먼트에 특히 지

한 심을 기울여왔다. 련 선행연구들은 장에서 직

 고객과 마주하는 종업원들이 심리  임 워먼트를 부

여받을 경우 고객의 서비스요구에 극 으로 응하고 

고객들의 불평을 극 으로 해결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을 보여주

고 있다<참고문헌 13참조>. 뿐만 아니라 심리  임 워

먼트는 한 서비스기업 종사자들에게 고수 의 조직몰

입을 유도하고 결과 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문헌25, 31, 6, 7참조>. 

본 연구는 심리  임 워먼트, 정감  몰입  서비스

품질 간의 계에 주로 을 맞춘 선행연구들의 지평

을 확 하고자 한다. 련 선행연구들은 내재  동기요

인들이 심리  임 워먼트와 정감  몰입의 증 에 

한 기여를 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참고문헌 29, 3참

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시사

에 근거하여 호텔종사자들을 상으로 선행변수로서 내

재  동기요인에 을 맞추어 이 선행변수들과 심리  

임 워먼트, 정감  몰입  서비스품질 간의 계를 탐

구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내재  동기요인들로는 직

무도 성, 직무다양성  직무자율성의 세 변수를 검토

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직무도 성, 직무다양성  직

무자율성의 세 내재  동기요인들을 독립변수, 심리  

임 워먼트  정감  몰입을 매개변수,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를 설정하여 호텔종사

자들을 상으로 이들 변수들간의 인과 계를 실증 으

로 탐구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지닌 본 

연구는 서비스품질의 향요인에 한 학문  이해를 한

층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호텔종사자들의 서비스품질 향

상에 심이 있는 실무자들에게도 효율 인 인 자원

리를 한 유용한 정책  시사 을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내재적 동기요인

내재  동기요인(intrinsic motivator)이란 일 그 자체

의 수행으로부터 결과되는 즐거움, 기쁨, 행복, 성취감 등

을 의미하며, 직무특성(job characteristics)이 이에 해당

한다. 직무(job)는 조직단  내에서 특정업무들의 집합을 

가리키며, 의무, 기능, 책임을 포함하여 매원, 비서, 

업 장, 총지배인, 엔지니어 등과 같은 조직구성원의 수

행업무를 포함한다<참고문헌 22참조>. 직무특성은 직무

와 보상, 노력, 직무성과 간에 계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소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직무 내 는 직무 간

에서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로 구성된다<참고문헌 11참

조>. 즉, 내재  동기요인인 직무특성이란 직무자체가 

작업자의 직무동기, 만족  성과 등을 높일 수 있는 특

성을 가리킨다<참고문헌 22참조>.

내재  동기요인인 직무특성이 작업자의 태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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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을 다루는 직무설계이론의 핵심  이론

이 직무특성이론이다. 내재  동기요인들을 설명하는 직

무특성이론에 따르면, 직무특성이란 “특정한 직무의 특

성이 종업원의 요한 심리상태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심

리상태는 개인의 동기부여와 직무만족 등의 직무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의 생산향상성이라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핵심 인 요인

이다<참고문헌 20참조>. 직무특성이 지니는 이 같은 

요성은 <참고문헌 38참조>의 연구로 본격화되기 시작하

다. 그들에 따르면, 직무특성은 다양성, 자율성, 선택  

상호작용, 요구되는 상호작용,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책

임감 등을 가리키며, 직무가 이러한 특성들을 지니게 되

면 될수록 종업원의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보았다. 종업

원의 태도와 행 에 향을 미치는 직무특성을 규명하려

는 직무특성이론은 직무설계의 핵심 인 토 를 형성하

고 있으며, 이를 체계화시켜 하나의 종합 인 이론으로 

완성시킨 학자들은 <참고문헌 20참조>이다.

Hackman and Oldham의 직무특성모형<참고문헌 20

참조>에서는 핵심 인 직무특성을 기술다양성, 과업정

체성, 과업 요성, 직무자율성, 피드백의 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무특성들이 직무의 의미 충만성 경험,  

직무결과에 한 책임 경험,  직무활동의 실제결과에 

한 지식/인식을 낳으며, 나아가 높은 수 의 동기유발, 

높은 수 의 직무성과, 높은 직무만족도 그리고 낮은 수

의 이직  결근 등의 결과 혹은 성과로 이어진다고 보

고 있다. 

Hackman and Oldham의 직무특성모형은 직무특성 

련 연구의 주요한 이론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이 제시한 직무특성 분류의 성에 해서는 많은 

비 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직무특성 분류

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내재  동기요인인 직무특성 변수로서 련 연구

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직무도 성, 직무다양성  직

무자율성의 세 변수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직

무도 성은 자신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해서 새롭게 

노력해야 하는 정도를 가리키며, 직무다양성은 직무가 

비반복 이고 흥미로운 정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직무자

율성은 업무와 련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정도를 뜻한

다.  

2.2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정감적 몰입

2.2.1 심리적 임파워먼트

<참고문헌 14참조>는 심리  임 워먼트(psychological 

empowerment)를 조직 차원의 계구조  정의와 개인 

차원의 동기부여  정의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의 경

우에는 조직구성원의 활력을 조성하기 해 권한 는 

법  워를 배분하는 과정으로,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

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

고문헌 37참조>는 <참고문헌 14참조>의 개념화를 발

시켜 심리  임 워먼트를 내재  직무동기를 조직구성

원에게 부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과업성취에서 자

신의 노력이 결과에 미치는 향, 주어진 직무를 능숙하

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목표를 기 으로 하여 

직무에 한 의무감, 그리고 스스로 직무를 선택할 수 있

는 자기결정력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에 <참고문헌 36참조>는 이와 비슷한 맥락

에서 심리  임 워먼트를 내  직무동기를 고양하는 것

으로서 개인이 그들 삶의 통제력을 얻는 과정이라고 정

의하면서, 의미성(meaningfulness), 역량(competence), 

향력(impact),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 등의 4

가지 하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미성은 

개인 자신의 기 이나 이상과 비교해 단하는 작업 목

표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향력은 개인이 성과에 미

치는 향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역량은 특정한 과업

을 수행하는데 개인이 기술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해 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신념이며, 자기결정력은 

개인이 자신의 행 를 제어하고 선도하는 것을 선택하

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리 사용되는 Spreitzer의 심리  임 워먼트 개념화를 채

택하기로 하겠다.  

내재  동기요인과 심리  임 워먼트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참고문헌 19참조>는 성

장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내재  동기요인들인 의미성, 

자율성, 복잡성, 피드백이 높을수록 직무에 해 극

이고 정 으로 반응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참고문

헌 14참조>는 직무자율성, 직무다양성, 직무 요성 등은 

심리  임 워먼트를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참고문헌 3참조>은 호텔기업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재  동기요인들이 직무  조직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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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 다. 

2.2.2 정감적 몰입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에 한 근법

은 단일차원  근법과 다차원  근법으로 나 어진

다. 단일차원  근법을 따르는 표 인 학자들로는 

<참고문헌 33참조>과 <참고문헌 9참조>가 있다. 조직

몰입을 태도  특성이라고 보는 Porter et al.은 조직몰입

을 “한 개인이 특정조직과 동일시하고 그 조직에 여하

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조직몰입을 행동  특성

으로 보는 <참고문헌 9참조>는 조직몰입을 ”일 된 활

동노선(consistent lines of activity)”이자 조직의 구성원 

자격의 유지라고 정의한다. 

한편 다차원  근법을 취하는 표 인 학자로는 

<참고문헌 30참조>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제시한 삼요

소 조직몰입 모형이 폭넓은 심을 받고 있다. 이들에 따

르면 조직몰입은 정감  몰입(affective commitment), 지

속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  몰입 

(normative commitment)의 세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정

감  몰입은 강한 몰입을 가진 개인은 조직과 자신을 동

일시하고, 조직에 여하고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 자격

을 즐기는 그런 식으로 조직에 감성 으로 애착을 느끼

는 것을 말하고, 지속  몰입은 조직 활동을 그만두었을 

때 발생할 비용에 한 개인 인 자각에 기 한 “일 된 

활동노선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규범  조직

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이해 계를 충족시키는 식으로 

행동하려는 내면화된 규범  압력의 총체”를 가리킨다. 

세 유형의 조직몰입 에서 정감  몰입에 가장 리 탐

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세 유형의 조직몰입 에

서 정감  몰입에 을 맞추고자 한다.  

조직몰입의 결정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교환원

리에 바탕을 둔 기 이론<참고문헌 39참조>과 가치조건

이론<참고문헌 23참조>이 있다. 기 이론은  조직이 개

인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한 댓가로 개인들은 조직에 

한 정서  유 , 즉 조직몰입을 발 시킨다고 주장하

며, 가치조건이론에서는 조직몰입을 노동보상과 노동가

치의 함수라고 본다. 

내재  동기요인과 정감  몰입 간의 계에 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참고문헌 16참조>는 미국의 

스토랑 리직원들을 조사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재  

동기요인들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고 있고, <참고문헌 29참조>는 174개의 조직몰입에 

한 실증연구들을 상으로 메타분석(meta-analysis)에

서 직무도 성, 직무다양성, 직무자율성 등의 내재  동

기요인들이 정감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참고문헌 1참조>도 인천 역시 3개 구청 

공무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다양성, 직무도 성 

 직무자율성이 정감  몰입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심리  임 워먼트와 정감  몰입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참고문헌 25참조>의 연구에서

는 심리  임 워먼트가 높은 조직구성원들은 정감  조

직몰입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참고문헌 26참조>도 심리  임 워먼트가 

정감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참고문헌 6참조>는 호텔식음료 종사자를 상

으로 한 연구에서 임 워먼트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감  

몰입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 다. 

2.3 서비스품질

서비스품질은 서비스 특성인 무형성,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고객의 과정참여 등의 다양한 

속성으로 인해 연구자의 연구방법이나 연구목 에 따라 

의 차이, 근방법이 각각 다르게 해석되며 실행되

어 추상 이고 주 인 요소가 기 이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서비스품질의 개념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참고문헌 4참조>. 서비스품질에 한 과거의 연구들은 

제품  제조품질에 한 요성을 부각시킨 경향을 보

이는 반면에, 최근연구에서는 소비자나 고객에게 을 

둔 서비스품질의 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18참조>는 소비자의 지각된 서비스와 기  

서비스의 비교 평가결과를 서비스품질이라고 보며, 서비

스품질을 소비자의 기 , 기술 , 기능  특징, 이미지와 

함수 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참고문헌 32참조>도 서비스품질을 서비스의 우월함과 

련된 반 인 단 는 태도라고 보면서, 서비스에 

한 고객들의 기 와 실제 성과간의 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비스품질은 구성차원의 근법에 따라 이차원, 삼차

원 그리고 다차원으로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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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은 결과와 가정의 품질에 을 둔 <참고문헌 10

참조>과 기술과 기능의 품질에  둔 <참고문헌 18참

조>등에서 볼 수 있으며, 삼차원  근법은 물리 , 상

호작용, 기업이미지 품질에 을 둔 <참고문헌 28참

조>과 성과, 합, 의사소통의 을 둔 <참고문헌 24

참조>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차원  근법은 서비스

품질을 신뢰성, 유형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의 5가지 

하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참고문헌 32참조>이 

표 이다. 

이들의 SERVQUAL모형에 따르면, 유형성은 물  요

소의 외형, 종업원의 외형을 의미하고, 신뢰성은 약속된 

서비스에 한 믿음과 정확한 수행능력을 가리키며, 반

응성은 고객을 도와주며 즉각 인 서비스에 한 제공의

지를 뜻하고, 공감성은 고객을 개별화시켜 이행하려는 

노력으로 근의 용이성, 훌륭한 커뮤니 이션을 가리키

며, 확신성은 조직구성원들의 지식  공손함, 신뢰와 안

정성을 유발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심리  임 워먼트와 서비스품질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참고문헌 35참조>는 심리  

임 워먼트가 높은 종업원들은 고객의 서비스요구에 

극 으로 응하고 고객들의 불평에 해서도 히 처

리하며, 이는 곧 기업의 체 인 서비스품질이 높아지

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참고문헌 13참

조>는 서비스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사자의 

심리  임 워먼트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뿐만 아

니라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 등의 서비스품질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호텔종업원을 상으로 한 <참

고문헌 5참조>의 연구에서도 심리  임 워먼트가 높을

수록 서비스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감  몰입과 서비스품질 간의 계에 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참고문헌 35참조>는 서비스기업

에 한 연구에서 고객과 에서 일하는 구성원의 조

직에 한 정서  반응  태도는 더 높은 수 의 서비스

품질에 크게 공헌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참고문헌 31

참조>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한 정감  몰입도가 높

으면 기꺼이 조직의 목표를 수용하고 이를 달성하기 

해서 노력하며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서 행동하

게 되며, 이는 다시 서비스품질수 의 향상으로 이어지

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참고문헌 15참조>은 종

업원들의 정감  몰입이 클수록 종사원들의 고객에 한 

서비스에 보다 정 인 향을 미쳐 서비스품질이 커진

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 <참고문헌 7참조>은 정

감  몰입이 서비스품질의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 다. 

2.4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4.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내재  동기요인로는 직무자

율성, 직무다양성, 직무자율성의 세 변수를 검토하고자 

한다. 직무도 성은 자신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해서 

새롭게 노력해야 하는 정도를 가리키며, 직무다양성은 

직무가 비반복 이고 흥미로운 정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직무자율성은 업무와 련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정도

를 뜻한다.

매개변수로는 심리  임 워먼트와 정감  몰입의 두 

변수를 검토하고자 한다. 심리  임 워먼트는 과업성취

에서 자신의 노력이 결과에 미치는 향, 주어진 직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목표를 기 으로 

하여 직무에 한 의무감, 그리고 스스로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감  몰입은 

서비스의 우월함과 련된 반 인 단 는 태도라고 

보면서, 서비스에 한 고객들의 기 와 실제 성과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서비스품질은 서비스의 우월함과 련된 

반 인 단 는 태도로서, 서비스에 한 고객들의 

기 와 실제 성과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2.4.2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내재  동기부여요인, 심리  임

워먼트, 정감  몰입  서비스품질 간의 계를 정리

하면 아래에 제시된 연구모형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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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연구가설

가설1. 내재  동기요인은 호텔종사자의 심리  임

워먼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직무도 성은 호텔종사자의 심리  임 워먼

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직무다양성은 호텔종사자의 심리  임 워먼

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직무자율성은 호텔종사자의 심리  임 워먼

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내재  동기요인은 호텔종사자의 정감  몰입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직무도 성은 호텔종사자의 정감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직무도 성은 호텔종사자의 정감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직무다양성은 호텔종사자의 정감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심리  임 워먼트는 호텔종사자의 정감 몰

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심리  임 워먼트는 호텔종사자의 서비스품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정감  몰입은 호텔종사자의 서비스품질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한 자료는 본 연구에 조의사를 표명한 

서울 소재 6개 특 호텔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상으

로 수집하 다. 자료수집을 한 도구로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 으며, 질문지의 배포  회수는 각 호

텔 계자들의 조를 받아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

까지 3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각 호텔 별로 50부씩 

총 300부의 질문지가 배포되었으며, 그  249부가 회수

되어 83%의 높은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16개의 사

례를 제외하고 총 233개의 사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분석에 사용된 233명의 인구학  특성을 살펴보면, 성

별은 남자가 47.6%, 여자가 52.4%로사 비슷한 비 을 보

이고 있으며, 연령은 20 가 60.5%, 30 가 20.2%, 40  

이상이 19.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은 문 졸 

이하가 60.9%, 4년제 학 이상이 39.1%의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혼인지 별로는 미혼이 69.1%, 기혼이 

30.9%로서 미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근속연수는 5

년 미만이 51.5%로 반이 넘으며, 5년이상～10년미만이 

18.9%, 10년 이상이 29.6%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소

득을 보면 3000만원 미만이 18.9%, 3000만원 이상～4000

만원미만이 54.5%, 4000만원 이상이 26.6%의 비율로 나

타났다.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신뢰도와 타당도 등

의 측정속성이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연구에서 

리 활용되는 척도들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내재  

동기요인인 직무도 성과 직무다양성은 <참고문헌 34참

조>가 개발한 척도에서 각각 3개  4개의 문항을 선정

하여 측정하 고, 직무자율성은 <참고문헌 12참조>가 

개발한 척도에서 3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 으며, 

심리  임 워먼트는 <참고문헌 36참조>가 개발한 척도

를 활용하여 의미성, 역량성, 자기결정성  향력의 네 

하 차원별로 각각 3개의 문항씩 총 12개의 문항을 사용

하여 측정하 다. 정감  몰입은 <참고문헌 27참조>이 

개발한 5문항으로 구성된 정서  몰입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종속변수인 서비스품질은 <참고문헌 32

참조>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유형성, 신뢰성, 반응

성, 공감성  확신성의 5개 하 차원별로 각각 5개 문항

씩 총 20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인구학  변

수들을 제외한 모든 이론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문

항들에 한 응답은 ‘  그 지 않다’(1 )에서 ‘정말 

그 다’(5 )까지의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리커트식 5  

스 일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3.3 자료의 분석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의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기법을 사용하 으며, 통계패키지로

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수들간 선형 계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

형 추정에 앞서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선형  비선형 부

분으로 분해하여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변수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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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형 계를 검토하 다. 그 결과 부분의 계가 선

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

난 일부 계에 해서는  와 를 비교하는 한편 그

래 를 그려서 비선형의 정도를 확인하 으나 변수들의 

변환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비선형 계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변수들간의 다 공선성 문제도 검토하 다. 일반 으

로 변수들간의 단순상 계수가 .80이 넘거나 분산팽창지

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이 넘으면 심각한 

다 공선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Table 

2>에 제시된 변수들간의 상 계를 보면 상 계수가 

.80 이상 되는 경우는 없다. 한 분산팽창지수를 계산한 

결과 그 값이 2를 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간에 심각한 다 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단된다.  

4. 연구결과

4.1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이 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AMOS 18.0을 사용하

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

시하 다.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추정모수의 수

를 이기 해서, 심리  임 워먼트와 서비스품질의 

경우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을 각 하 차원별로 꾸러미

(packet)로 묶어서 요인분석에 투입하 으며, 분석결과

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 으로 모형 합도 

지수가 .90 이상이거나 RMSEA가 .05 미만이면 모형

합도가 우수하며, 모형 합도 지수가 .80～.90 사이이거

나 RMSEA가 .05～.08 사이의 값을 가지면 모형 합도

가 비교  좋은 것으로 단한다<참고문헌 2, 8참조>.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에 투입된 측정모형의 모형 합도

지수를 보면 IFI(Incremental Fit Index)는 .869, 

NFI(Normed Fit Index)는 .875, CFI는 .866으로서 모두 

.80을 넘는 값을 보이고 있고 RMSEA는 .061의 값을 보

이고 있어 모형 합도는 비교  좋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각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을 보면 모두 최

소한 .50 이상의 높은 값으로 해당요인에 하게 부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  요인분석에서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50 이상이고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70 이상이면 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지니며, 각각의 구성개념의 AVE의 제곱근이 

다른 구성개념들간의 상 계 값보다 크면 한 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지니는 것으로 단한다

<참고문헌 17, 21참조>. <Table 1>을 보면 모든 AVE값

과 개념신뢰도 값은 각각 모두 .50 이상과 .70 이상의 값

을 보이고 있다. 한 <Table 2>를 보면 각 구성개념의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들간의 상 계 값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수의 측

정에 사용된 척도들은 한 수렴  별타당도를 지

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variables
factor 

loading
AVE

construct 

reliability

Cronbach's 



job 

challenge

challenge1 .622

.563 .762 .742challenge2 .587

challenge3 .626

job 

variety

variety1 .805

.559 .750 .756
variety2 .760

variety3 .522

variety4 .523

job 

autonomy

autonomy1 .799

.576 .769 741autonomy2 .788

autonomy3 .529

psycholo

gical

empower

ment

meaning .743

.699 .862 .850

competence .883

self-determinat

ion
.879

impact .800

affective

commitm

ent

commitment1 .508

.571 .763 .767

commitment2 .790

commitment3 .923

commitment4 .624

commitment5 .527

Service 

quality

tangibles .784

.832 .941 .929

reliability .788

responsiveness .794

empathy .891

assurance .778

=937.697, df=377, p=.000, IFI=.869, NFI=.851, CFI=.866, 

RMSEA=.061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와 출처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 으로 척도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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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70 이상이면 만족스러운 수 으로 단한다

(Nunnally, 1978).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흐의 알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70 이상을 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

은 반 으로 만족할 만한 수 의 신뢰도를 지니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Variables between correlation analysis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상 계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에 제시되어 있는 상

계수는 모두 측정오차가 보정된 값들이다. 우선 독립변

수들과 매개변수인 심리  임 워먼트  정감  몰입간

의 계를 보면, 내재  동기요인인 직무도 성, 직무다

양성, 직무자율성의 세 변수는 심리  임 워먼트  정

감  몰입과 유의미한 정의 상 을 맺고 있다. 본 연구모

형에 포함된 매개변수  종속변수들 간의 계를 보면, 

심리  임 워먼트는 정감  몰입과 정 으로 상 되어 

있으며, 심리  임 워먼트와 정감  몰입의 두 매개변

수 모두 종속변수인 서비스품질과 정의 상 을 맺고 있다.

<Table 2> Variables between correlation

variable challenge variety autono
my

empow
erment

affective
commitm

ent

Service 
quality

job 
challenge (.750)

job variety .524** (.748)

job 
autonomy

.042 .099 (.759)

psychologi
cal

empowerm
ent

.304** .289** .537** (.836)

affective
commitme

nt
.484** .467** .213** .513** (.756)

Service 
quality .349** .399** .147* .489** .612** (.912)

 * P < .05, ** P < .01; 각선 상의 호 안에 있는 값은 AVE의 

제곱근 값임.

4.3 연구모형 분석 및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의 추정  가설검증을 

해서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기

법을 용하 으며, 설정오류(specificaion error)를 최소

화하기 해서 인구학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성별의 경우 남자는 1, 여자는 0, 그리고 학력의 경우 

4년제 학 이상은 1, 문 졸 이하는 0의 값을 갖도록 

가변수로 환하 고, 연소득은 간값을 이용하여 연속

변수로 환하여 분석에 투입하 으며, 통제변수들은 단

일문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모두 측정오차가 없다고 

가정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으며, 

<Table 3>에 제시된 이론  변수들의 경로계수들은 모

두 측정오차가 보정된 값들이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이론  변수들간의 계에 을 

맞추어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독립변수들

이 매개변수인 심리  임 워먼트에 이르는 경로들에 

한 분석결과가 제시된 <equation1>의 결과를 보면, 세 

개의 내재  동기요인 에서 직무도 성(P=0.126, 

p<.05)과 직무자율성(P=0.470, p<.01)의 두 변수가 심리

 임 워먼트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반면에, 

상과 달리 직무다양성은 심리  임 워먼트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도

성  직무자율성이 심리  임 워먼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1과 가설1.3은 본 연구결과에 의해

서 지지되는 반면에, 상과 달리, 직무자율성이 심리  

임 워먼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2는 본 

연구결과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들과 심리  임 워먼트 변수가 정

감  몰입에 이르는 경로들에 한 분석결과가 제시된 

<equation2>를 보면, 내재  동기요인들인 직무도 성

(P=0.181, p<.01), 직무다양성(P=0.152, p<.01), 직무자율

성(P=0.096, p<.05)의 세 변수는 모두 정감  몰입에 유

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고 있다. 한 심리  임 워먼

트(P=0.277, p<.01)변수도 측한 로 정감  몰입에 유

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직무도 성, 직

무다양성  직무자율성이 정감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1, 가설2.2  가설2.3는 본 연구결

과에 의해 지지되며, 심리  임 워먼트가 정감  몰입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 한 본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들인 심리  임 워먼트와 정감

 몰입의 두 변수가 서비스품질에 이르는 경로들에 

한 분석결과가 제시된 <equation3>을 보면, 측과 동일

하게, 심리  임 워먼트(P=0.625, p<.01)와 정감  몰입

(P=0.171, p<.01)의 두 변수 모두 서비스품질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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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1:intervening variables
psychological empowerment

equation2: intervening variables 
affective commitment

equation3: dependent variable
Service quality

path
coefficients CR P

path
coefficients CR P

path
coefficients CR P

control variables

sex 0.209** 3.033 0.002 0.199** 2.826 0.003 0.119* 1.660 0.049

education 0.018 0.285 0.388 0.036 0.572 0.284 0.105 1.611 0.055

annual income 0.264** 3.909 0.000 0.216** 3.126 0.001 0.214** 3.045 0.002

intrinsic
motivators

job challenge 0.126* 1.997 0.024 0.181** 3.018 0.002

job variety 0.063 1.025 0.153 0.152** 2.615 0.005

job autonomy 0.470** 9.038 0.000 0.096* 1.957 0.026

intervening 
variables

psychological
empowerment 0.277** 4.603 0.000 0.625** 11.674 0.000

affective
commitment 0.171** 3.124 0.001

  .463 .553 .537

* P < .05, ** P < .01

<Table 3>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nalysis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리

 임 워먼트  정감  몰입이 서비스품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과 가설5 모두 본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직무다양성과 

심리  임 워먼트 간의 계를 제외하고, 내재  동기

요인, 심리  임 워먼트, 정감  몰입  서비스품질 간

의 계에 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모든 가설들은 

본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재  동기요인과 심리  임 워먼트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참고문헌 3, 14, 19참조> 내재  동기요인과 

정감  몰입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참고문헌 1, 16, 

29참조>, 그리고 심리  임 워먼트, 정감  몰입  서

비스품질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참고문헌 1, 5, 14, 

25, 26, 35참조> 의 결과들과도 일치하고 있다. 즉, 본 연

구결과는 내재  동기요인에 해당하는 직무특성(직무도

성, 직무다양성  직무자율성)은 호텔종사자들의 심

리  임 워먼트  정감  몰입의 제고에 한 기여

를 하며, 이와 같은 심리  임 워먼트  정감  몰입의 

제고는 호텔종사자들의 서비스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진

다는 선행연구들의 발견을 경험 으로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V. 결론

5.1 결론

본 연구는 호텔종사자들을 상으로 내재  동기요인, 

심리  임 워먼트, 정감  몰입  서비스품질 간의 

계를 탐구하는데 그 목 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내재  

동기요인으로는 직무도 성, 직무다양성  직무자율성

의 세 변수를 검토하 다. 본 연구를 한 자료는 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서울시 소재 6개 특 호텔에 종사

하는 233명의 호텔종사자들로부터 수집하 으며, 주된 

자료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기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결과 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  동기요인들인 직무도 성과 직무자율성

은 심리  임 워먼트에 정의 향을 미친다. 그러나 

측과 달리, 직무다양성은 심리  임 워먼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도 성, 직무다양성  직무자율성의 세 내

재  동기요인들은 모두 정감  몰입에 정의 향을 미

치며, 이에 덧붙여, 심리  임 워먼트도 정감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친다.

셋째, 심리  임 워먼트는 서비스품질에 정의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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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며, 정감  몰입도 마찬가지로 서비스품질에 정의 

향을 미친다.

5.2 시사점

본 연구결과는 호텔종사자들의 서비스품질의 향상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내재  동기

요인들인 직무도 성, 직무다양성  직무자율성의 세 

변수는 심리  임 워먼트와 정감  몰입의 향상을 통해

서 서비스품질의 개선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따

라서 심리  임 워먼트와 정감  몰입의 향상  이를 

통한 서비스품질의 개선을 해서는 통 인 직무순환

과 직무충실 등의 방법은 물론 직무재설계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재  동기요인들을 보다 강화시키려

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5.3 제한점과 향후연구 

본 연구가 갖는 제한 과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호텔종사자들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향후에 지역과 

업종  기업규모 등을 달리 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내재  동기요인만 

검토하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통제변수로 사용된 

연소득 변수가 심리  임 워먼트, 정감  몰입  서비

스품질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 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내재  동기요인 이외에 

연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외재  동기요인들도 독립변수

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자료를 사용하여 내재  동기

요인이 호텔종사자들의 심리  임 워먼트, 정감  몰입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향을 탐구하 다. 그러나 횡

단  연구에서 변수들간의 인과 계를 명확하게 규명하

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보다 명확하게 악하기 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들간의 인과  향을 탐구하는 종단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외생변

수와 내생변수들을 동일한 응답원을 활용하여 측정하

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변수들간의 계의 강도를 강화

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variance)의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

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해서 변수들의 측

정에 있어서 다양한 원천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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