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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o demonstrate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job engagement, and 
work performance as perceived by hotel employees. For conducting analysis in this study, 38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the employees in deluxe hotels in Seoul and 353 copies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ng by using SPSS 18.0. Current stud y found that the factors of hotel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ther’s emotion, control of emotion, self-emotion, and use of emotion) have a critical effect on the 
concentration job engagement. In addition, the elements of job engagement (concentration and job engagement) 
have a significantly effect on work performanc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established that hotel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engagement were important elements as key factors affecting the continuous 
work performance of the hotel industry. Through these study result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that help hotel employees to better understand their emotional factors are critical predictor of job engagement 
and it will be useful information for utilizing human resources and improve their wor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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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환대산업과 같은 고객접점서비스가 중요한 호

텔기업에서는다양한상황에대한효율적인대처

방법에의한종사원의감성지능과직무열의가업

무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Emest HOJ 
et al 2010). 감성지능은 빠르게 변화하는 거시적
환경에적응하기위한능력으로도필요하며, 많은
구조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있어

개인과조직의효율적이며성공적인결정을위해

필요한 지능이다(Caruso DR & Salovey P 2004). 
호텔기업은고품질의물리적환경뿐만아니라, 

인적서비스를제공하는조직의특성상대인관계

에 있어 다변화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 고객

과의감정문제뿐만아니라, 이질성이높은전문부
서간의이해관계에있어갈등또한표출될수있

기때문에조직구성원들의감정을통제하고조절

하여효율적인업무협조를통한지속적인업무증

진에도감성지능은중요하다. 또한타인과자신의
감성의중요성을인지하고조절하며, 활용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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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라삶의질도달라질수있다는인식이나타

나며, 근래에 들어 감성지능은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한변수로자리매김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
호텔기업에서도 종사원의 감성지능과 직무열의

를 바탕으로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

요성을인지하고, 관련연구에관심을갖게되었다.
Gardner H et al(1995)은 대인관계란 타인의사

고와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의 행동을 사전에 예
측함으로 문제 발생을 극소화,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조화롭게상호협력하여친밀하고원

만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McQueen AC(2004)는성공적인대인관계를 위해
감성지능이중요하다고 하였다. 동일맥락에서 다
양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적인 일처리에

있어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조절하며,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감성지능은 호텔기

업과같은고객접점서비스에서중요하다고할수

있겠다. 이러한시각에서 Johnson & Johnson에근
무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Cavallo K & 
Brienza D(2004)의 연구에서 감성지능과 개인의
업무성과에는매우강한연관성이있으며, 감성지
능이업무성과를향상시키는데매우중요한요소

임을연구결과밝혀냈다. 또한이연구에서는감성
지능이높은종사원은높은조직성과를낸다는연

구결과도 도출해냈다. 비슷한관점에서 Dulewicz 
SV & Higgs MJ(1998)는 조직구성원의 감성지능
은 교육 및 훈련개발을통해서 강화시킬 수있다

고 하였다.
호텔 서비스종사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

된 감성지능과 업무성과를 연계한연구로는 Kim 
HY․KO JY(2014), Kim SR(2014), Park JC․Lee 
GO(2015)가 있으며, 감성지능은 업무성과 혹은
직무성과에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냈다. 그 외 감
성지능이직무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로

는 호텔주방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Song KO․
Joung GK(2015)의 연구가 있으며, Jung HS․
Yoon HH (2014)는 외식종사원을 대상으로 사회
지능이직무만족도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연구

하였다.
하지만이연구로환대산업에종사하는종사원

들의감성지능과업무성과를연계한연구들로대

표하기에는무리가있고, 앞으로도감성지능이업
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매우 중요

하고 의미있는 연구가 될수 있기에인적서비스

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환대기업 중에서도

호텔기업종사원을대상으로한연구가확장, 진행
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더불어업무성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는직무열의와 연계한호

텔종사원의감성지능에관한연구는아직진행되

고있지않은실정이다. 조직구성원들이감성지능
을지니고있다고하더라도효율적인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에 대한에너지와자신의맡은 바 직무

는반드시수행하고자하는업무에대한열정, 긍
지와도전의식과같은강한정신력을바탕으로자

신의직무에완전한집중하지못한다면업무성과

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이다(Schaufeli et al 2002). 
이러한 시점에 긍정자본심리의 연구에 중요변

수로연구되고있는직무열의를감성지능과연계

하여 감성능력을 보유한 조직구성원이 직무열의

를가지고조직몰입하여업무에임한다면, 업무성
과에어떠한영향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결과

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경

영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텔종사

원의 감성지능과 직무열의 두 변수는 각자 다른

영향 변수와 연계하여 연구 진행되었지만, 두 변
수를 연계하여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업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기에

변수들간의영향요인을제시하여연구가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직무열의에, 직무열의가 업무성과에
영향을미치는지영향관계를검증해보고자한다. 
이러한검증결과를통해첫째, 업무성과에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감성지능의 구성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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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직무열의의 구성요인을
파악후감성지능의구성요인들이직무열의의구

성요인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고찰하

고자 한다. 셋째, 호텔기업의궁극적인 목표인 지
속적인수익창출을위한업무성과를향상하기위

해직무열의의구성요인중어떠한요인이업무성

과향상에영향을미치는지실증적으로규명하고

자 한다. 이러한 영향관계를 통해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경영자들이 활용할 부분에대한시사점

을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서업무와연관된감성지능은조직구성원의관리

차원에서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Ashforth BE 
& Humphrey RH 1995). 조직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인즐거움, 슬픔, 두려움이업무의만족, 불만
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의
도로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Dulewicz V & Higgs 
M 2004). Gardner H(1983)가제시한 다중지능이
론에 의하면 인간의 지능을 이성적인 지능 혹은

능력과는다른측면인감성적지능으로분류하였

을 때심리적 측면에서개인에 따라 차이가있을

것이라고하였고, 조직에서개인이느끼는긍정적
인 감성은 업무를 향상시켜 직무만족과 동료와

상사간의신뢰를형성하여조직의효율성을높일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들의자발적인 이타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용어는예

일대 심리학 교수인 Salovery P와 뉴햄프셔 심리
학교수인 Mayer JD(1990)에의해처음으로구체
화되었고, 자신과타인의감정을관찰하여인지하
고 평가를 통해 판별하여 사고와 행동의 지표로

활용하는능력이라고정의하였다. 하지만일부학
계에서는감정에대한부분만을언급하였다고하

여한계점으로지적받기도하였다. 이러한부분을

보완하여 Goleman D(1995)의연구에서는 감성지
능을자신의감정을인지하여충동적인기분이나

감성을 자제할 줄 알며,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여
대인관계에있어힘든상황에직면해도자신을동

기부여하여새로운활동을창출해낼수있는능

력이라고하며, 감성지능의구성요인을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동기화, 감정이입, 사회적 기술과
같은 5가지 요인으로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Dulewicz SV & Higgs MJ(1998)는감성지능을객
관적인관점에서자신의감성을인지하고, 스스로
의말과행동에일치성을가지려노력하는윤리적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능력이라고하였다. 비슷한관점에서Wong 
CS & Law KS(2002)는 감성지능의 구성요인을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
으로분류하여제시하면서자신의감성을이해하

고, 대인관계에서타인들의행동을통해그들의감
성을이해함으로조절하고통제하여서로의감성

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것으로정의하였다.
이와같은선행연구를바탕으로대인관계와같

은인적서비스의효율성이조직의업무성과에많

은영향을미치는호텔기업과같은조직에서는이

성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감성지
능을활용한능동적인조직직무수행이높은업무

성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성
지능을자신과타인의감성을이해하므로긍정감

성은자극하고, 부정감성은조절하여상호간의감
성이입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

는개인의능력으로감성지능을정의하고자한다.

2. 직무열의(Job Engagement)

직무열의는 연구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

하게정의되고있다. Kahn WA(1990)는조직구성
원들이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직무성과에연

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통합적으로 집중함을
느낄때나타나는심리적상태라고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Macey WH & Schneider B(2008)는 자
신의 업무에 대한 에너지와 자발적 노력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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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심리적 상태(State), 특성(Trait), 행동(Beha- 
vior)이라고 하였다.

Maslach Burnout Inventory(MBI)의측정도구를
개발한 Maslach C & Leiter MP(1997)는직무열의
란직무소진(Job burnout)에정반대되는 개념(Ma- 
slach C & Leiter MP 1997; Pines A & Aronson E 
1988)으로, 구성개념들인 고갈(Exhaustion), 냉소
(Cynicism), 무능(Ineffectiveness)들이낮게측정되
면반대현상으로에너지(Energy), 관여(Involvement), 
효능(Efficacy)과 같은 직무열의(Job engagement)
의구성개념들이높다고평가하는방식으로직무

열의의 측정도구를개발하여 연구하였다. 하지만
Schaufeli WB et al(2003)은 MBI의실증적연구에
부족한부분을새로운측정도구로제시하며, 직무
와관련된긍정적이고성취적인마음상태인활력

(Vigor), 헌신(Dedication), 몰두(Absorption)와같은 
개념으로 직무열의를 정의하였다. 비슷한시각에
서 Harter JK et al(2002)은 직무열의는 조직구성
원들의조직관련행동이나조직성과에많은영향

을 미치고, 열의에찬 조직구성원이행복과 기쁨, 
열정과같은긍정심리를자주경험한다면자신의

직무에 개인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뿐 아니라, 자
신의 긍정심리를 타인에게 전이시켜 개인성과와

더불어 조직성과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연구결과

를 도출해 냈다. 또한 Bakker AB & Geurts SAE 
(2004)의 연구에서는 직무열의가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발견한 종단연구를

시행함으로 직무열의는 일시적인 감정상태가 아

닌 직무에 대한지속적인감정 상태인 것을밝혀

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국내 연구자들의 연
구를 살펴보면 Kwon YG․Yoon HH(2015)는 조
직구성원들의동기부여를통해직무열의를높이

려는노력은조직의생산성과더불어인적자원관

리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데매우중요하며, 조직
지원인식, 권한위임, 절차공정성, 인정, 공정한보
상의 순으로 모두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이와같은선행연구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의

직무열의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 자체에 초점을

두고업무적측면에서자발적이며적극적으로직

업에 참여(Job involvement)하는 적극적인 열의
(Active engagement)를 나타내는개인의 긍정심리
상태로개인성과와조직성과에영향을미치는것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업무성과(Work Performance)

조직의 운영에 있어 동종경쟁업종에서 경쟁력

을 유지하고, 목표수준까지 지속적인이익창출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업무성과(Work performance)
의 파악과 측정이 필요하다. 업무성과 측정 결과
를통해조직의목표를재설정하거나개선부분을

파악하며, 우량기업에대한벤치마킹을통해개선
방향과전략을수립하여성과격차를극복할수있

기 때문이다(Kwon NK․Choi YJ 2014).
하지만성과라는의미가포괄적인개념들을포

함하고있기때문에호텔과같은환대산업에서는

성과라는 개념을 조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측

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기도 하다(Kwon 
NK 2015). 업무성과는조직구성원들이조직의목
표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Hiltz 
SR & Johnson K(1990)는 개인이 지각하는 업무
수행에있어쉬워짐을느껴업무량이감소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향상되었다고느끼는정도를업

무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였다. Iivari J(2005)는
업무성과의 측정도구를 시스템 품질과 연계하여

개인의 업무영향에 대한 신속성, 성과개선, 업무
증가, 효율성 향상, 용이성, 이용성과 같은 6가지
항목으로 제시하면서 업무성과를 조직구성원의

직무가 맡은 직무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되어가고있는지에대한지각의정도라고하

였다. Charles K(1980)는 업무성과측정을 작업의
양(Quantity of work), 작업의 질(Quality of work), 
직무지식및기술(Job knowledge and skills), 판단
력(Judgemental ability), 직무자발성(Job initiative), 
적응성(Adaptability), 협조성(Cooperation), 혁신성
(Innovation)과같은 8가지로분류하여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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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이와같은선행연구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의

업무성과를조직의목표에의해계획된업무의수

행을 구체적으로 시행한 조직구성원의 인적서비

스활동을통해실현된명확한활동성과로정의하

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Financial 
performance)보다는 행동적성과(Behavior perfor- 
mance)에기준하여업무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의 모형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토대로하여호텔종

사원의 감성지능과 직무열의가 업무성과에 미치

는영향관계를규명하고자 <Fig. 1>과같은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

1) 감성지능, 직무열의, 업무성과와의 관계

국외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과 업무성과에 관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
연구에서 영국과 그리스 회사에 재직 중인 30명
의종사원을대상으로직무열의에대한심층연구

를 실시한 Konstantellou E(2001)의 연구에 의하
면, 직무열의가상대적으로높은종사원들은직업
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직업 자체의 특징, 직업의
의미등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으며, 기술다양성, 

피드백, 자율성과 더불어 학습의 기회를 가치 있
게 여기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타인과의 감정교
류, 소속감과같은상호적인 측면과사회적인식, 
목표성취, 확신과 같은 보상의 부분을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도출해냈다. 홍콩정
부와 홍콩대학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Wong CS 
& Low KS(2002)가진행한연구에서개인의감성
지능은업무성과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으며, 감
성지능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는 유의한 영향

관계를나타내지 않았으나, 직무만족과 업무성과
에는유의한긍정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정신건강연구소에 근무하는 212명을 대상으로

Nikolaou I & Tsaousis I(2002)가진행한연구에서
는감성지능이높은종사자일수록자신의일에가

치를 느끼는 정도가 높았으며, 자신의 직무에 몰
입하고 조직에도 충성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동일맥락에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SR(2014)의고객접점부서의호텔종사원을대상으
로조직구성간의감성지능과직무성과의연관관

계에서 자기감정의 이해와 감정의 조절 및 활용

은 직무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타인감정의이해는직무성과에
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연구결과를제

시하였다. Kim HY․Ko JY(2014)의 262명의 호
텔식음료종사원을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직무성

과에미치는연구에서감성지능은직무성과의구

성요인인 직무역할, 팀역할, 조직역할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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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감성활용은
직무성과의모든요인에유의한역할을미치는유

일한변수로중요하다고하였다. 호텔인턴직원을
대상으로 한 Lee ES(2015)의 연구에서 호텔인턴
직원의 감성지능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감성지능이 직무만족
에미치는영향에서정서적몰입의완전매개효과

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Park JC․Lee OG(2015 )
의 연구에서도 감성지능은 감정노동의 내면행

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종사원이감성지능요인을지각하는정도
가높을수록직무성과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

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열의

가업무성과에미치는영향간의관계를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감성지능은직무열의의집중에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감성지능은직무열의의활력에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직무열의는 업무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지역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종

사원 20명을사전조사를통한검증한후, 2016년 5
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지역 특1급 호텔 8
군데(그랜드하얏트호텔, 노보텔앰버서더호텔, 롯
데호텔, 리츠칼튼호텔, 메이필드호텔, 밀레니엄힐
튼호텔, 워커힐호텔, 웨스틴조선호텔) 호텔종사원
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는총 380부를
배포하여 367부를회수하였고, 이중에서신뢰도가 
낮거나부적합하게 작성된 14부를 제외하고, 353
부를유효표본으로선정하여실증분석에사용하

였다. 수집된설문지유효표본의분석을위해데
이터 코딩을 거쳐 SPSS 18.0 통계패키지 프로그
램을이용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을구성하는변수들의내적일
관성검정을위해 Cronbach’s α값을이용한신뢰
도검정(Reliability analysis)을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변수들을요인으로규합하는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 감성지능의 측정항목은

Wong CS & Law KS(2002)가개발한WLEI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16개 설문문항을
이용하였다. 직무열의의측정항목은 Schaufeli WB 
& Bakker AB(2003)의연구에서 7개항목을본연
구에맞게수정하여이용하였으며, 업무성과의측
정항목은Willams LJ & Anderson SE(1991)와 Nam 
KS(2011)의 연구에서 5개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였다. 본 설문의 감성지능, 직무열의, 업무
성과에 관한 측정항목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
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형
태, 직위(직급), 근무 연수, 소속부서에대한항목
은 명목척도로 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을살펴본결과, 성
별은 남성이 194명(55.0%), 여성은 159명(45.0%)
으로나타나남성과여성의비율이비슷한분포도

로 나타났다. 결혼유무를확인한결과, 미혼이 200
명(56.7%), 기혼이 153명(43.3%)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호텔을 처음으로 시작한 20세
이상 30세 이하가 199명(56.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31∼40세가 112명(31.7%)으로 그 다
음으로높은수치를나타냈다. 41∼50세 42명(11.9 
%), 51세 이상 0명(0%) 순으로나타났다. 근무경
력에있어서는 5년미만이 147명(41.6%), 5∼10년
미만이 109명(30.8%), 10∼15년미만이 62명(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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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motional Intelligence)

Factor Measurement items
Factor

loadings
Variance 

(Eigen value)
Cronbach's
α

Understanding 
of 

self-emotion

I am in aware of the causes of my emotions.
I am understanding my own emotion well.
I know whether I am happy or not.
I am understanding what I feel. 

.902

.899

.867

.812

28.071
(4.211)

.897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

I well understand the emotions of the people around me.
I am good at observing others' emotions. 
I can always recognize my colleagues' emotions from their behaviors.
I am sensitive to others' feeling and emotions.

.875

.869

.853

.786

19.069
(2.860)

.867

Control of 
emotion

I always quickly recollect myself when I get very upset.
I can fully control my emotion.
I have an excellent ability to control my own emotion.
I can rationally solve the difficulties I am experiencing.

.867

.845

.717

.668

16.520
(2.478)

.823

Use of 
emotion

I encourage myself to do my best all the time.
I can say that I am competent.
I motivate myself very well.

.822

.800

.750

 7.750
(1.162)

.779

Total cumulative variance=71.409, KMO=.81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628.095 (p<.000)

%), 15∼20년 미만이 32명(9.1%), 20년 이상이 3
명(0.9%)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도를
보였으며, 그중 5년미만의비율(41.6%)과 5∼10
년미만의비율이(30.8%) 72.4%로나타나전체적
으로 10년 미만의 종사원이 높은 수치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직위 및 직급에 의한 분포도는
사원이 173명(49.0%)으로나타나가장높은수치
로나타났으며, 주임/계장은 99명(28.1%), 대리/과
장은 64명(18.1%)으로 나타났고, 차장/부장은 17
명(4.8%), 임원급 이상은 0명(0.0%)으로 나타났
다. 주 근무부서를 확인한결과, 객실부서는 62명
(17.6%), 식음료부서는 146명(41.4%), 조리부서는
83명(23.5 %)으로나타났다. 또한 관리부서(인사/
총무/기획/구매/재경)는 50명(14.2%), 세일즈 마

케팅팀은 10명(2.8%), 기타 2명(0.6%)으로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로 모집단이 특정 부분에 치우치
지않고고른분포도를나타내고있어호텔구조를

잘반영한다고볼수있으며, 연구의목적에적합
함을 나타내고 있다.

2. 측정항목의탐색적요인분석과신뢰도분석

1) 감성지능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다음 <Table 1>은본연구에사용된 ‘감성지능’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및신뢰도분석을실시한결과이다. ‘감성
지능’에 대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
인을찾아내변수로 활용하기위해총 16개항목
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전체모형의적합성을판단하는 KMO 

(Kaiser-Meyer-Oklin) 측정값이 .817로나타났으며, 
Battlet의구형성검증을위한근사χ2값이 2,628.095
로나타났고, 전체모형의설명력을나타내는누적
된총분산값은 71.409로 71.4%의설명력을보였
다. 요인분석 결과, ‘감성지능’은 16개의 항목 중
‘나는 항상 스스로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
기 위해최선을다한다’는요인 분석되지않았고, 
나머지총 15개항목으로 4개의요인이추출되었
으며, 각각의요인명을요인 1은 ‘자기감성이해’, 
요인 2는 ‘타인감성이해’, 요인 3은 ‘감성조절’, 요
인 4는 ‘감성활용’으로 명명하였다.

2) 직무열의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호텔종사원의 감성지능과 직무열의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29

<Table 2>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Job Engagement)

Factor Measurement items
Factor

loadings
Variance

(Eigen value)
Cronbach's
α

Concentration

My job makes me work hard.
My job is very meaningful and valuable.
I take pride in my job.
I am unaware of the passage of time in performing my job.

.867

.851

.841

.787

54.310
(3.802)

.883

Vitality
I feel abundant energy in performing my job.
I am passionate in performing my job.
I feel happy in performing my job.

.882

.855

.748

19.485
(1.364)

.813

Total cumulative variance=73.795, KMO=.81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260.672 (p<.000)

<Table 3>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ork Performance)

Factor Measurement items
Factor

loadings
Variance

(Eigen value)
Cronbach's 
α

Work 
performance

I successfully solve the issues that hinder job performance.
I get recognition from my colleagues for my job performance.
I tend to finish my job in time.
I think my job performance is good.
I perform my job in a creative way by seeking new methods and 

ideas.

.908

.907

.896

.878

.781

76.714
(3.833)

.918

Total cumulative variance=76.713, KMO=.88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356.932 (p<.000)

<Table 2>는본연구에사용된 ‘직무열의’의타
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실시한결과이다. ‘직무열의’에대
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
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총 7개 항목에대한 요
인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전체모형의적합
성을 판단하는 KMO(Kaiser-Meyer-Oklin) 측정값
이 .819로나타났고, Battlet의구형성검증을위한
근사 χ2값이 1,260.672로 나타났으며, 전체 모형
의설명력을나타내는누적된총분산값은 73.795
로 73.7%의설명력을보였다. 요인분석결과, 직무
열의는 총 7개 문항이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
으며, 각각의요인명을요인 1은 ‘집중’, 요인 2는
‘활력’으로 명명하였다.

3) 업무성과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Table 3>은 본 연구에 사용된 업무성과의 타

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실시한결과이다. 업무성과에대한
측정항목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하여총 5개항
목에대한 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전체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KMO(Kaiser-Meyer- 
Oklin) 측정값이 .883로 나타났고, Battlet의 구형
성 검증을 위한 근사 χ2

값이 1,356.932로 나타났
으며, 전체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누적된 총
분산값은 76.713으로 76.3%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분석 결과, 업무성과는 총 5개의 항목이 1개
의 요인이추출되었으며, 요인명을 ‘업무성과’로
명명하였다.

3. 가설검증

1) 감성지능이 직무열의의 집중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은직무열의의집중에유의한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는 <가설 1>을검증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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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engagement (Concentra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β
t-value p-value

β Standard error

Job engagement
(Concentration)

Constant 1.055 .344 3.064 .002

Understanding of self-emotion  .087 .049 .082 1.763 .079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  .130 .035 .170 3.753 .000**

Control of emotion  .269 .056 .254 4.788 .000**

Use of emotion  .257 .047 .287 5.428 .000***

R2=.286, Adjusted R2=.278, F=34.880, p-value=0.000

* p<0.05, ** p<0.01.

<Table 5>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engagement (Vitality)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β
t-value p-value

β Standard error

Job engagement
(Vitality)

Constant —.288 .114 —2.539 .012

Understanding of self-emotion   .018 .011   .020  1.601 .110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   .001 .016   .001   .047 .962

Control of emotion —.027 .019 —.021 —1.446 .149

Use of emotion  1.070 .016   .982  68.474 .000***

R2=.948, Adjusted R2=.947, F=1,573.952, p-value=0.000

* p<0.05, ** p<0.01.

요인분석을통해추출된 ‘감성지능’의 4개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직무열의의 집중’을 종속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분산중 27.8%의설명력을나타내었고, F값이 34.880
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러한 결과로 응답자의 ‘직무열의의 집중’에

미치는감성지능에는감성활용이가장높게나타

났으며, 감성조절, 타인감성이해의순으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감성이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2) 감성지능이 직무열의의 활력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은 직무열의의 활력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2>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감성지능’의 4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직무열의의 활력’
을종속변수로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분산중 94.7%의설명력을나타내며, F값이
1,573.952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러한 결과로 응답자의 ‘직무열의의 활력’에

미치는 감성지능에는 감성활용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나, 결과적으로 <가설 2>는부

분 채택되었다.

3) 직무열의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열의는 업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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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 of job Eengagement on work performanc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β
t-value p-value

β Standard error

Work 
performance

Constant 4.407 .242 18.210 .000

Job Engagement (Concentration)  .147 .055 .156  2.670 .008*

Job Engagement (Vitality)  .095 .045 .122  2.088 .038*

R2=.056, Adjusted R2=.051, F=10.430, p-value=0.000

* p<0.05, ** p<0.01.

인분석을통해추출된직무열의의 2개요인인직
무열의의 ‘집중’과 ‘활력’을 독립변수로 사용하
고, ‘업무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종속변수인
‘업무성과’에 대한 표준회귀선을 설명하는 결정
계수 R²값은 .056으로나타났고, 분산분석에대한 p
값은 0.000, F값은 10.430으로 모형은통계적으로
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직무열의의집중’, ‘직무
열의의 활력’은 업무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
향이있는것으로나타나, <가설 3>은채택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객접점서비스에서 중요한 인적자

원인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직무열

의에미치는영향과직무열의가업무성과에미치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호텔관계자 및

동종업계의인적자원관리전략수립에활용할수

있는유용한실무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같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참고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연구모형과연구가설을
도출하였고, 제변수들간의영향관계를실증적으
로 검증하였다.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심

리적자본과연계하여유용한변수로활용되었던

직무열의를, 본연구에서는인적자원관리에 있어
근래에 들어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고 있는 감성

지능으로 확장 연계하여 연구하였다는데 의의를

둘수있을것이다. 또한인적자원관리에있어중
요한변수인감성지능과직무열의를다양한부서

에근무하는호텔종사원을대상으로직접확인하

였다는 것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과 요약

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지능의 4가지구성요인중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이
‘직무열의의 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 중 ‘감성활용’, ‘감성조절’, ‘타인
감성이해’의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사원이 감성
지능요인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업무성과

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인 Kim SR 
(2014), Kim HY․Ko JY(2014), Park JC․Lee OG 
(2015)의연구를일부지지하는결과이기도 하다. 
이 중 ‘자기감성이해’가 ‘직무열의의 집중’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로

는연령에있어서는호텔을처음으로시작한 20∼
30세가 199명(56.4%)이며, 근무년수가 5년미만
의 비율이 147명(41.6%), 사원이 173명(49.0%)인
것으로나타난표본에서찾아볼수있을것이다. 
호텔종사원은타직종에비해상대적으로저임금

이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전환까지의시간
도 길고, 이 또한 고용안정에 있어 믿음이 없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직무열의에 대한 집중’은 쉽
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
텔종사원들은 고객과의 대면서비스가 타 직군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업무에 들어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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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본인의 감정을 먼저이해하고 있어야할 것

이다. 업무가 본인을 행복하게 하는지 아닌지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가 행복감을 주
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는 긍정적인 심리가 발생

할 수 있도록 자기감정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긍정감정이생길수있도록노력하여

야할것이다. 이러한부분에있어조직에서는조
직구성원들의감정이조직의주요자본임을인지

하고,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내재적으로는 직무를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동기 부여에 대해, 외재적으로는 금전적
으로, 고용면에서안정된직장생활을영위하고있
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감성지능이 직무열의의 활력’에 미치는

영향을실증적으로검증한 결과, ‘감성활용’만영
향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호텔종사원을대
상으로진행된감성지능과직무열의에대한선행

연구가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진행된연구

이기때문에 이와 같은결과를 통해 향후연구에

서는 표본을 달리하여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대면서비스에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고객만족을위해서는직무에활력을가지고접근

해야함은서비스의기본으로, 단순히고객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최선의 결과를 위
해 열정과 에너지를 동반하여 고객과 서로 행복

감을교류하며느낄수있어야한다. 그런결과를
위해서는 자기와 타인의감정 상태를 살필수 있

어야하며, 예견치못한상황에서오는급격한감
정변화를조절할수도있어야할것이다. 또한자
신의정체성을확립하고, 경력목표를설정하여자
아존중감과더불어고객존중감도공유할수있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와 연관된 조직구성
원들의 감성과 직무열의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공적인 조직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주의를기울여관리해야할부분이

다.
셋째, ‘직무열의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직무열의의 집중’과 ‘집무열의의

활력’은 모두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직무열의의집중’이조금더높은영향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종사원들이
업무성과를 위해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개개인마

다필요한서비스방법들을학습할필요가있으며, 
케이스에 대한 사례를 통해 간접경험을 할 기회

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업무성과를
위해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무환경에도 조직

에서는신경쓸필요가있다. 예를들면고용계약
에 있어 정규직 종사원들의 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감 있는 일처리를
위해임파워먼트리더십을부여하고, 직무관련교
육프로그램 이외에도 사외에서 하는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도록금전적, 시간적
인지원도하여야할것이다. 또한고객에게베푸
는 수준 높은 문화적인 콘텐츠도 내부고객인 종

사원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호텔과같은인적서비스가업무성과와직
결되는 기업에서는 내부고객인 종사원들이 훌륭

한 인적자본임을 잊지 않고 끊임없는 재투자를

통해 고객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무적으

로 호텔 관계자들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한 호텔종사원들의 감성지능과 직무열의에

대한정보를알수있고, 이를토대로향후인적자
원관리를 위한 전략수립과 경영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성지능과 종사원
의직무열의를바탕으로업무성과를높이기위해

서는 종사원의 관점에 기반을 둔 내부고객 차별

화 전략을 바탕으로 호텔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앞서제시한연구의결과와시사점에도불구하

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전국의 호텔들을 동

시에 조사대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기에 연구결

과를일반화시키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는것이

다. 향후연구에서는호텔종사원의업무성과를위
해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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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어야할것이며, 조사대상과조사지역도다
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호텔종
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향후의 연구에서
는 부서별 혹은 직위에 따른 영향관계를 분석한

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된다.

한글초록

본 연구에서는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업무성

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감성지능과직무열

의를 제시하여 영향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통해 호텔관계자들은 인적자

원활용에유용한정보를확보하고, 업무성과에도
도움을 되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본 연
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
해서울지역특급호텔 종사원을중심으로 총 38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67부를 회수하였고, 
353부의유효표본을 SPSS 18.0을활용하여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감성지능의 타인감정이해, 감
성조절, 감성활용은직무열의의집중에유의한영
향을미치며, 감성활용은직무열의의활력에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열
의의집중과활력은업무성과에도유의한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
호텔기업의 지속적인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호텔종사원의 감성지능과 직무열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주제어: 감성지능, 직무열의, 업무성과, 호텔종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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