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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data for an efficient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hotel 
corporation by examining if the emotional intelligence with affective involvement and continuous 
involvement could impact work performance. For the field test and verification, the non-regular hotel 
staffs from November 1st to 30th, 2016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objects. The research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non-regular hotel staff impacted positively 
on affective involvement and continuous involvement. Second, the continuous involvemen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work performance. Lastly,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non-regular hotel staff appea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work performance. With this research, it may have an opportunity to 
utilize this study result as an educational material to enhance emotional intelligence of hotel corporation. 
In conclusion, it may need to introduce an emotional intelligence enhancement program in the hotel 
corporation. Also, in order to improve work performance, intensive efforts in organizational level would 
be required by enabling employees to make an affective involvement. Finally,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additional empirical study should be conducted that the affective involvement 
of non-regular hotel staff impacts the work performance.

1. 서  론

서비스 산업의 성과와 경쟁우위 확보는 서비스를 생산하

고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서비스 접점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호텔외식 서비스 산업의 이론과 실무에서 조

직성과를높이기 위해종사원이자신과 타인의 감성을정확

히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조직성과 향상에 효율적이라

는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호텔기업에서도 단순한 기술이나
지적인 능력에 추가하여 창의력이나 감성을 중요시하는 인

재선발 및 조직운영의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Choi, 2013; Eu 
& Le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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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성지능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고, 종업원들을 다
양한 감성지능 훈련 과정에 참가시키고, 구성원들의 감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조직의 성장과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주

장하면서 종업원의 창의적인 능력을 평가하여 개인의 효과

성에 영향을 주는 감성지능이 중요한요소임을강조하고 있

다(Lee, 2015; Lee, 2015).
감성지능에대한정의는학자마다조금씩다른데, Salovey

와 Mayer(1990)는정서의평가와표현능력, 정서의활용능력, 
정서의 조절능력이라고 하였고, 이후 연구(Salovey & Mayer, 
1997)에서는 정서의 사고촉진과 정서 지식의 활용능력을 추
가하였다. Goleman(1995)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동기를 부추기
는 능력, 대인관계 조절능력,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으로 정의하였고, Wong과 Law(2002)는 자신을 동기 부여시
키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인식과 자신과 다른 사람
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종합하
면, 감성지능은자신과다른사람의정서를인식하고구분하
는 능력이고, 이 정서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
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호텔외식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호텔외식기

업들이 기존의 인력을 비정규직화하거나 신규인력을 전환

함으로써 비정규직으로 채용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어, 고용의 유연성과빈번한 산업 내 이동과 같은 특
징으로 인해 때때로 근로자에게 임시직으로 선택되는 직업

군, 또는 도피산업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Kim & Min, 
2015). Kim과 Lee(2012)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호텔 신입사
원들도 조직에 대한 충성이나 희생보다는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며,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기회가 생긴다면
이직하고자 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호텔외식산업에서 신입사원의 이직이

높은 배경에는외환위기이후 인건비축소를 위해 호텔기업

이 정규직을 축소하고,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확대
하고 있는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Choi, 
2013). 이러한 비정규직, 임시직,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통해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었

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이
직률은높아졌고, 이로인해결과적으로 직무불만족, 직무성
과 저조 등을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고된

다(Kim, 2009).
특히 호텔 조리종사원은 호텔 내 다른 부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적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서비스 특성상 서
비스 내용의 결과뿐만 아니라, 조리과정도 중요시하기 때문
에 직무의 특성상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절하는 감성지능이 매우 중요하고, 이 감성지능을 적절하
게대처하지못하게되면직무에대한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로인해조직몰입에결정적인악영향을미쳐결국,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사료된다(Lee, 2005; Kim, 
Lee, & Yoon, 2012).
또한 조리서비스 산업은 노동자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

는 과정에서 생산하는 메뉴 서비스상품을 일선(front line)에
서 판매하기 때문에 노동자인 서비스 종사원들의 역할이 서

비스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

면서, 기업은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조리종사자들의 감성표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Do, 
2012; Kim & Cho, 2015).
이에우수한인적자원을유지확보하기위한 방법과비정

규직 종사원을 어떻게 교육시켜 개인과 조직의 업무성과를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호텔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Kim, 2009). 특히 호텔
과 같은인적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산업에서는 사실 조직유

효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부분이 조리종사원의 역할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증가하는 호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개개인의 역할이 조직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절하는 감성지능이 조직

성과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호텔조리종사원대상관련선행연구들을보면 Sohn 

(2015)은 외식사업 비정규직 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Choi와 Lee(2014)는
호텔 조리종사원이 인지한 감성리더십이 임파워먼트, 신뢰
및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Kim과 Cho(2015)는 오픈 주방 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직무만
족과 고객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한 Kim(2016)은 호텔조리종사원의 경험, 개인적 능력, 기술, 
믿음, 판단 등의 개인역량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하였고, Song, Yoon과 Yoon(2015)은 조리 종사원
의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활동과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Ahn과 Lee(2015)는 호텔기업
내부마케팅활동이 조리종사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Kim, Park과 Yoon(2013)은 호텔
조리 및 식음료 종사원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직무만족도

및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텔 조리종사원의 감정노동과

감성리더십 지각이 직무만족이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개인역량이나내부마케팅활동, 스트레스대치전략이직
무만족이나조직몰입에 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알수 있다.
하지만 호텔 내에서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감성지능이

가지는역할이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호텔비정규직조
리종사원들을 대상으로한 감성지능에 관한 국내 연구는 그

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앞에서 제시한 문제인식을 토대로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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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감성

지능이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과 조직몰입과 업
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차원의 효과적인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

비정규직이란 시간제, 한시적 기간제, 용역근로 등의 비
전형 근로 형태로, 정규직 노동자가 계약 기간의 제한이 없
는 상용 피고용자로, 전일제의 노동시간을 일하고, 사용 사
업주와 고용 사업주가 동일한 직접 고용 노동자인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성(nonregular-ness)이라는 자체적
인 정체성(defining criteria)으로 규정되지 않고, 노동자들 가
운데 정규직의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잔여범

주로 정의된다(Kalleberg, 2003; Cho, 2011).
비정규직고용은 1990년대중반 이후 국내노동시장에 나

타난 현상으로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노동시장 유
연화의일환으로가속화되었고, 2015년전체노동자의 44.6%
를 차지하고, 비정규직 중에는 서비스업이 54.8%로 제조업
30.2%에비해더높게나타나, 최근몇년간비정규직을둘러
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온 것으로 보고된다(Cho, 2011; 
Sohn, 2015).
호텔에서생산(조리 등)과 판매(부대업장 등) 부서에서 근

무하는 종사원의 수가 호텔 내 전체 종사원의 수 및 인건비

의 40%를넘고있으며, 원가또한호텔전체원가의 60% 이상
을 차지하고 있고, 편의상 조리 분야의 생산(BOH)과 판매
및고객서비스(FOH)로나누어볼때, 생산을담당하는주방
의 조리종사원은 주문과 생산의 동시성, 메뉴 발굴, 창의력
등 높은 인적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Song et al., 2015).

2.2. 감성지능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EI)의개념과용어는 1990
년 Peter Salovey와 John Mayer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는데, 
Salovey와 Mayer(1990)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을 서로 교감시키는 능력과 삶을 보다 풍요롭게 상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감정조절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탕으

로 감성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감성지능이란자기 자신의 감정상태를정확히인식할줄

알고, 그 감정을 타인에게도 적절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충동을 자제하고, 분노를 삭힐 줄 알며, 사물을 가급적으로
낙관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능력 등을 말한다(Cho & Yang, 
2016). 최근 국내 연구에서 가장 자주 이용되고 있는 Wong

과 Law(2002)의 측정도구는 Salovey & Mayer(1990)의 모델
을 기본으로 개발된 자기보고식의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심리측정법은 자기감성이해(Self emotional apprai- 
sal), 타인감성이해(others’ emotional appraisal), 감성활용(use 
of emotion), 감성조절(regulation of emotion)이라는 4가지 구
성요인으로 감성지능을 연구하였다.
자기감성이해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과타인간관계에서교감을인지하고구별하
고학습을통해발전될수있기때문에개성과는다른의미로 
정의되고 있다(Wong & Law, 2002; Salovey & Mayer, 1990).
타인감성이해는 타인의 감정을잘 이해하고, 감정의 상태

를 정확히 인식할 줄 알아야 하며, 그 감정을타인에게도적
절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충동을 자제하고, 분노를 삭일
줄 알아야 하며, 사물을 가급적으로 낙관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Lee, 2015). 특히 호텔 조리종사원은 타
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적
절한 표현 및 조절능력과 연관되어 조리업무 및 고객의 감

정을인지하며, 업무에임해야하며, 더불어조직몰입까지해
야 하는 이중적 감정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감성활용은 건설적인 활동 및 개인의 뛰어난 성과달성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활용하는 역량에 관한 것으로, 
외부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신경망에서 일어나므로, 풍부하
고 다양한 경험은 신경망들을 활성화시켜 감정 활용을왕성

하게활동하게하고, 상대적으로감정활용이빈곤하면지적 
발달이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감정 활용은 개인이 유

전적으로부여받은 신경망들과 평생에 걸친 경험들 간의 강

력한 상호작용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Cheung & Tang, 
2010).
감성조절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역량으로 감성지능

의 감정조절이 높은 조리종사원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욱 잘

조절하며, 이성을 잃는 경우가 훨씬 적다고 한다. 상황에 대
하여 사람들이 보이는감정적 반응은 감정과관련된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인 1차 감정적
반응과 1차 감정을 대처하게 되는 사람들의 능력과 관련된
2차 감정적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감정조절 전략을 바로
이러한 감정적 반응들에 대하여어떤 적절한전략들을사용

하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Law, Wong, & Song, 2004).

2.3. 조직몰입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tment)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면, Mowday, Steers와 Porter(1979)는 조직몰입은 개인이
속한 조직과 동일시하여 조직에 몰입하는 정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특정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욕

망, 조직을 위하여 기꺼이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사,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명확한 신념과 수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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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Williams와 Anderson(1991)은 개인이 조직에 대
해 가지는 몰입의 상대적 강도 혹은 조직과 동일시하는 상

대적 강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O’Reilly와 Chatman(1986)
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 의지의 결합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가치관의 일치를 통해 심리적 애착이나

소속 욕구를 유발시켜, 특정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소유하
거나, 특정 대상에 공헌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 전통적으로 조직몰입은 단일 차원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는 조직몰입이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간
주하는경향이있으며, 최소한정서적몰입과지속적몰입이
라는 두 개의 구별되는 차원이 존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Meyer, Stanley, Herscovitch, & Topolnytsky, 2002; 
Allen & Meyer, 1991).
정서적 몰입은 개인과조직간에심리적으로일체성을느

낄 정도로 친밀감을 가지고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책임감으

로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심을 의미하며, 조직과 일체감
을 느껴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 정서적 몰입에서 발생한다

고 볼 수 있다(O’Reilly & Chatman, 1986). 정서적 몰입이 높
은 경우에 조직구성원은 조직의 목표, 가치관을 수용하거나, 
조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바치겠다는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 즉, 조직구성원이조직에 대한애착, 정서적충
성도, 조직멤버십을유지하려는욕구와관련된상태로볼수 
있으며, 높은수준의정서적몰입은조직에대한소속감, 자부
심을나타내게된다(Lim & Hahn, 2013; Allen & Meyer, 1991).
지속적 몰입은 직원이이직에대해인지하는비용을 평가

하여 이를 근거로 조직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정

도를 나타낸다(Meyer & Allen, 1991). 조직이 주는 보상으로
인하여 조직에남기를 원하는 몰입의형태로 조직과의 관계

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리적 계산에 의해 나타나는 비자발적

몰입이며,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에 근무하면서 시간이나 노
력 등을 조직에 투자하게 되고, 조직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
들과 우호적인 대인관계를 맺으며, 조직에서 개인의 역할과
특수한 기술을 습득하는 일 등으로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

들을 이루어가게 된다(Koo, Jung, & Han, 2016).
이에 본연구는조직몰입을사회학적관점인측면에서선

행요인들을 분석하여 개인특정, 직무특성, 작업경험, 성취욕
구, 태도, 소속조직의 의존성, 개인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감성지능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4. 업무성과

업무성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Williams와 Anderson 
(1991)은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가 공식적으로 요구하
는 사항과 기대수준에 부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

는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Lee, Seo와 Hahn(2009)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개인의 공식적인 업무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 나가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Borman과 Motowidlo 
(1993)는 조직구성원들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업무라고 인
식하는 활동들이나 조직의 핵심적인 사항들에 기여하는 활

동을 업무성과로 정의하였다.
Porter, Steers, Mowday와 Boulian(1974)은업무성과를노력

과 능력 역할지각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능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노력이 없으면성과가 나오지 않고 노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능력이 낮으면역시 성과가떨어지게됨으

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 모두를 개선하도록 노력
해야 하지만, 당장 능력을 높이는 것보다 노력을 높이는 것
이 쉽다고 주장하였다.
업무성과의 측정기준은 초기에는 주로 경제적, 재무적 지

표에관심을두었지만, 서비스분야에서는최근구성원의사
회적, 심리적 지표인 임금만족,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과 같
은 요인을 활용하여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Choi 
& Kim, 2014).
한편, 서비스 분야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특성(King & Xia, 1997; Lee, Kim, & Lee, 1995), 조직몰
입(Curry, Wakefield, Price, & Mueller, 1986; Go & Lee, 2008)
과 감성지능(Cumming, 2005; Eu & Lee, 2011) 등이언급되어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특급호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감성지능과 조직몰입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3. 연구의 설계

3.1.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조사대상자는 특급호텔이

밀집한 서울, 부산, 경주 지역에 소재한 특급호텔에 근무하
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먼저 100명을
대상으로사전에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 문항에 대한 수정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정제 과정을 거쳐, 본 조사는 2016년 9
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400
부의설문지를배포하여회수된설문지는 355부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항목이 많은 설문지 36부를 제외하고, 
분석에사용된설문지는 319부(79.8%)였다. 수집된자료의통
계적처리는 SPSS 23.0을사용하여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실
시하였다.

3.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감성지능이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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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친다는 선행연구(Cho & Yang, 2016; Cumming, 2005; Eu & 
Lee, 2011; Lyons & Schneider, 2005)와 조직몰입이 업무성과
에영향을미친다는 Bateman과 Strasser(1984), Curry 등(1986), 
Go와 Lee(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
원을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비정규직 호텔조리종사원의 감성지
능 연구를 통하여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3.2.1. 감성지능과 조직몰입

감성지능과 조직몰입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

이 높은 직원이 감정조절이나 활용을통해 조직몰입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Jung과 Kim(2006)은 상사의 감성
지능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조직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

고하였고, Lyons와 Schneider(2005)는 조직구성원들의 뛰어
난 감성지능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타인과 신뢰성있는 관계를 형성하여성공적으로 조직에 몰

입하고,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u
와 Lee(2011)는 외식산업 종사원의 감성지능 중 타인감성지
능만이정(+)의 영향을미치지 않고, 나머지 자기감성인식과
감성조절, 감성활용은 유의한정(+)의 영향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Cho와 Yang(2016)은특급호텔종사원의감성지능중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 모
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감성지수가 높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애착이 크며, 소속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정도
가 높아,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선행연구와이론적고찰을근거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1. 호텔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감성지능이 정서적 몰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호텔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감성지능이 지속적 몰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조직몰입과 업무성과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와 관련하여 Allen과 Meyer(1991)는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과 지속적 몰
입(continuance commitment)으로 구분하였고, 많은 선행연구
에서는 조직몰입이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것으로보고하였다(Bateman & Strasser, 1984; Curry et 
al., 1986; Go & Lee, 2008). 특히 Meyer와 Allen(1986)은 레스
토랑 관리자 개인의 정서적 몰입이 업무성과에 정적인영향

관계를, 지속적 몰입은 업무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했고, Hartman과 Johnson(1989)은 조직몰입과 의사
소통의 참여 간에 관련성이 높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근로
자의업무성과를높이는것으로보고하였다. 또한 Oh와 Wee 
(2016)는 지방의료원 간호사의 조직몰입이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이와같은선행연구와이론적 고찰을 근거로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3. 호텔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정서적 몰입이 업무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호텔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지속적 몰입이 업무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감성지능과 업무성과

감성지능과 업무성과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Cumming 
(2005)은뉴질랜드의보험회사직원대상연구에서감정조절
을잘하는감성지능이높은직원일수록업무성과가높은것

으로보고하였고, Kim과 Ko(2014)는호텔식음료직원의감성
지능중 감성활용,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의순으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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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과 중 팀 역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i와 Choi(2006)는호텔종사원의감성지능중
타인의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은 직무성과 중 직무역
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다. 또한 Sohn(2015)
은 외식사업 비정규직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

노동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선행연구와이론적고찰을근거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5. 호텔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감성지능이 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3.3.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점검하

는 능력, 그리고 감정을 구별 인식하는 능력, 또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끄는 능력으로, 
심리학, 마케팅, 인사조직 등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감
성이 사용자의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확대되고 있

다(Eu & Lee, 2011; Salovey & Mayer, 1990).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Cho & Yang, 2016; Wong & Law, 2002; Salovey & 
Mayer, 1990)을바탕으로자기감성이해(Self emotional apprai- 
sal), 타인감성이해(others’ emotional appraisal), 감성활용(use 
of emotion), 감성조절(regulation of emotion) 등의 4개 영역
16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2.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일정 수준의 소속감이나 충성심의 관점에서

개인과 조직의 심리적인 결집의 형태로 구성원이 조직에서

열심히 근무하고자 하는의사와 조직의 일원으로 남아 있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Meyer et al., 2002; Williams & Ander- 
son, 1991). 일반적으로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
아질 가능성이 높고, 조직몰입이 조직유효성의 주요한 지표
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O'Reilly & Chatman, 1986). 본 연구는
Bateman과 Strasser(1984), Hartman과 Johnson(1989), Oh와Wee 
(2016), O'Reilly와 Chatman(1986) 등의연구를참조하여호텔 
조리종사원의 조직몰입의 변수로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

입의 2개의하위변수 6개문항에대해전혀그렇지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3. 업무성과

업무성과는조직의 목적과 목표에대한효과성혹은 효율

성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리종사원의 직무수행 능력

이나 효율성을 나타내는 업무처리 속도, 능력, 정확성과 같
은 직무에 대한 성취도 혹은 달성도를 의미한다(Lee et al., 
2009; Williams & Anderson, 1991). 서비스 분양의 업무성과
는 감성지능(Choi & Choi, 2006; Cumming, 2005)과 조직몰입
(Bateman & Strasser, 1984; Curry et al., 1986; Go & Lee, 2008)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Ba- 
teman & Strasser, 1984; Choi & Kim, 2014; Go & Lee, 2008)을
바탕으로 업무처리능력, 확신감, 필요한 지식, 어려운 일 해
결, 일을더잘할수있음등의 5개문항에대해, 전혀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4. 실증분석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별로는남자 126명(39.5%), 여자 193명(60.5%)으로여자가남
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54명(16.9 
%), 21∼25세 177명(55.5%), 26∼30세 64명(20.1%), 31∼40세
20명(6.3%), 41∼50세 3명(0.9%), 51세이상 1명(0.3%)으로 21
∼25세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 이하 64명(20.1%), 전문
대졸(재학포함) 179명(56.1%), 대졸(재학 포함) 74명(23.2%), 
대학원 재학 이상 2명(0.6%)으로 전문대졸(재학 포함)이 가
장많았다. 호텔비정규직조리종사원인응답자의일일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미만 76명(23.8%), 8시간 91명(28.5%), 9
시간 82명(25.7%), 10시간 49명(15.4%), 11시간 8명(2.5%), 12
시간 이상 13명(4.1%)으로 조사되었다.

4.2.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분석

본연구에서는측정항목의신뢰성을검증하기위하여내적

일관성을분석할수있는 Chronbch’s α 계수를사용하였으며, 
측정항목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한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감성지능의 분석결과는 Table 2에제시하고 있으며, KMO 

값은 .681로 0.6 이상이었고, Bartlett의구형성검정은 3,939.67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제시되어 요인분석을 실
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인 적재 값 0.4 이상, 고
유치(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16개 항목 중에서 높은
상관관계를가져비슷한특성을나타내는변수들로묶어, 특
성을 고려하여 요인 1은 “자기감성이해”, 요인 2는 “타인감
성이해”, 요인 3은 “감성활용”, 요인 4는 “감성조절” 등으로
명명하였고, 이들의 총 분산설명력은 74.941%였다. 감성지
능에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값이 모두 .775 이상
으로 일반적인 기준인 .70을 상회하여 양호한 수준이었다.
조직몰입의 분석결과는 Table 3에서보는바와 같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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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319)

Variable N %

Gender
Male 126 39.5

Female 193 60.5

Age

≤20 54 16.9

21∼25 177 55.5

26∼30 64 20.1

31∼40 20 6.3

41∼50 3 0.9

≥51 1 0.3

Education

≤High school 64 20.1

College (S) graduate 179 56.1

University (S) graduate 74 23.2

≥Graduate (S) 2 0.6

Working
time

(hours)

<8 76 23.8

8 91 28.5

9 82 25.7

10 49 15.4

11 8 2.5

≥12 13 4.1

적재값이모두 0.677 이상이나왔고, KMO 값은 .710이며, Bar- 
tlett의 구형성 검정은 1,000.931(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제시되어요인분석을 실시할 수있는 수준으로 나타났

다. 이들의 총 분산설명력은 65.832%였고, 특성을 고려하여
요인 1은 “정서적 몰입”, 요인 2는 “지속적 몰입” 등으로 명
명하였고,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값이 모두 .780 이상
으로 나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하였다.
업무성과의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이 요인 적재값이 모

두 0.759 이상이나왔고, KMO 값은 .795이고, Bartlett의구형
성검정은 242.657(p<0.001)이었으며, 총분산설명력은 66.216 
%였고, 1개의 요인으로 묶였고, Cronbach α값이 .869로 나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가설의 검증

4.3.1. 감성지능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H1)

가설 1은감성지능이정서적몰입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
는것으로 Table 5에서보는바와같이, 회귀식의선형성여부
에 있어 95%의 신뢰수준에서 F값은 10.334, F유의도 .000으
로 나타났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R2=.160(adjusted R2= .118)

로 11.8%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이 회귀성은 통계적으
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볼 수 있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정서적 몰입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는감성활용, 감성조절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β계수 값이 0.224로 크게 나타난 감성활용이 가장 영
향력이 큰 항목이고, 그 다음이 감성조절(0.154)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들이 스스로 용

기를 갖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처하며, 회사에 비전을
갖고 자기 동기부여를 가지고, 새로운 기회 포착을 위해 노
력하는 감성 활용 지능이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

입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Eu YS & Lee 
HR(2011)는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느끼는 심리적 애
착심, 즉, 충성심, 호의, 따뜻함, 소속감, 다정함, 행복감, 유쾌
함 등과 같은 감성지능을 통하여, 조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한편, 본연구결과, ‘감성지능이정서적몰입에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4.3.2. 감성지능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H2)

가설 2는 감성지능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는 것으로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감성지능과 지속
적 몰입의 영향관계에서 종속변수인 지속적 몰입에 대한 전

체 설명력은 R2=.250(adjusted R2=.259)으로 25.9%로 나타났
고, 회귀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F통계량 값은
27.104이고, 유의도가 p<0.000이다. 따라서이회귀성은통계
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독립변수의유
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지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
활용, 감성조절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β계수 값이 0.395
로 가장 크게 나타난 타인감성이해가 가장 영향력이 큰 항

목이고, 그 다음이 자기감성이해(0.160), 감성활용(0.157), 감
성조절(—0.154)이었다. 본 연구 결과,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
사원들이 다른 직원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세심히 관찰
하며,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싶은 지속적 몰입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에, 감성조절(—0.154)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특성상 목표가 뚜렷하고 자
기감정조절을 잘 다루는 자기조절력이 높은 종사원일수록

더 나은 정규직으로의 이직을 원하고 있어, 조직에 지속적
몰입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나타내준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
서 ‘감성지능이 지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 2는 채택되었다.

4.3.3. 정서적 몰입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H3)

가설 3은정서적몰입이업무성과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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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emotional intelligenc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 α

Self emotional 
appraisal

Have a sense of purpose .885

4.897 30.607 .924

Identify my own emotional causes .882

Understand my feelings .882

Be sensitive my feeling .818

Encourage myself .815

Solve my emotional problems .780

Understand my emotion .746

Others’ emotional 
appraisal

Understand emotions from other people's behavior .932

2.531 46.423 .885Observation of others' emotions .875

Awareness of others' emotions .730

Use of
emotion

Encourage oneself .854

2.294 60.757 .775Self-motivation .810

Try to capture new opportunities .740

Regulation of
emotion

Can master my own emotion .866

2.269 74.941 .782Set my own goals and try to be successful .757

Know if I am happy or not .755

KMO=.681, Bartlett approx Chi-square=3,939.670, df=120, p=.000,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74.941

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 α

Affective
commitment 

Happy to work until retirement .807

2.280 33.997 .780
Think the workplace problem is my problem .775

Hard to leave my job .695

Feel guilty when I leave .677

Continuance
commitment 

Want to continue my current job. .853

2.228 65.832 .781Constantly feel the need for this job .744

Continue to strive for the development of this workplace .732

KMO=.710, Bartlett approx chi-Square=1,000.931, p=.000,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65.832

는 것으로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식의 선형성 여

부에 있어 95%의 신뢰수준에서 F값은 40.240, F유의도 .000

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R2=.311(adjusted R2=.304)

로 30.4%의설명력을보였다. 따라서이회귀성은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판

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정서적 몰입은 β계수 값이 0.558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들이 조직

내에서 자기 일에 대한 행복감을 가지고 일에 몰두하는 정

서적 몰입이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정서적 몰입이 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4.3.4. 지속적 몰입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H4)

가설 4는 지속적 몰입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 것으로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식의 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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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work performanc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 α

Work
performance

Excellent in business processing ability .882

3.311 66.216 .869

Confidently handle it .842

Have the necessary knowledge .797

Be able to do the hard work well .784

Can do things better .759

KMO=.795, Bartlett approx chi-Square=242.657, p=.000,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66.216

Table 5.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ffective commitment 

Dependent 
variable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p
B Standard error

Affective
commitment 

Self emotional appraisal .060 .044 .080 1.380 .169

Others’ emotional appraisal .019 .050 .024  .371 .711

Use of emotion .225 .059 .224 3.811 .000***

Regulation of emotion .124 .048 .154 2.595 .010**

R2=.160, adj R2=.118, F=10.334, sig. p=.000

** p<0.01, *** p<0.001.

Table 6.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continuance commitment 

Dependent 
variable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p
B Standard error

Continuance
commitment 

Self emotional appraisal   .131 .043   .160   3.020 .003**

Others’ emotional appraisal   .339 .050   .395   6.778 .000***

Use of emotion   .170 .059   .157   2.911 .004**

Regulation of emotion —.135 .047 —.154 —2.836 .005**

R2=.250, adj R2=.259, F=27.104, sig. p=.000

** p<0.01, *** p<0.001.

Table 7. Influence of affective commitment on work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p

B Standard error

Work performance
(a constant) 1.852 .420 4.405 .000***

Affective commitment  .708 .112 .558 6.344 .000***

R2=.311, adj R2=.304, F=40.240, sig. p=.000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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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Influence of continuance commitment on work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p

B Standard error

Work performance
(a constant) .948 .345  2.747 .007**

Continuance commitment .958 .092 .740 10.380 .000***

R2=548, adj R2=.543, F=107.746, sig. p=.000

** p<0.01, *** p<0.001.

Table 9.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work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p

B Standard error

Work performance

Self emotional appraisal —.171 .101 —.165 —1.695 .094

Others’ emotional appraisal   .739 .136   .631   5.442 .000***

Use of emotion   .419 .138   .317   3.305 .003**

Regulation of emotion —.304 .102 —.281 —2.979 .004**

R2=.456, adj R2=.480, F=19.832, sig. p=.000

** p<0.01, *** p<0.001.

여부에 있어 95%의 신뢰수준에서 F값은 107.746, F유의도
.000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R2=.548(adjusted R2= 
.543)로 54.3%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이 회귀성은 통계
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의 유의
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업무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지속적 몰입은 β계수 값이 0.740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
들이 조직 내에서 현재의 일을 계속해 나가길 원하고, 계속
해서 일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지속적 몰입이 높을수록업무성과가 더욱 높아

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 몰입이 업무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다.

4.3.5. 감성지능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H5)

가설 5는 감성지능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
으로 Table 9에서보는바와같이, 회귀식의선형성여부에있
어 95%의 신뢰수준에서 F값은 19.832, F유의도 .000으로 나
타났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R2=.456(adjusted R2=.480),로 48.0 
%의 설명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
에 의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타인감성이해

와 감성활용, 감성조절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β계수 값

이 .631로크게 나타난타인감성이해가가장 영향력이 큰항

목이고, 그 다음이 감성활용(0.317), 감성조절(—.281)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들이 다른

직원들에대한 이해가높을수록업무성과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감성조절(—.281)은 업무성과에 부적인 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호텔비정규직조리종사원들이비
정규직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
록 다양한 혜택 부여와 다방면의지원필요성이요구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적 의존도가 높은 호텔외식 서비스산업에서

최근 그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감

성지능이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미치는지의 영향을 분석

하여,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과 조직몰입과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차원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변수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측정항목을 도출하였으

며, 서울, 부산, 경주 소재 특급호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본조사는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에 걸쳐 실시하였고, 400부를 배부하여 이중 불성실하
거나 누락된 항목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319부(79.8%)
의 표본 자료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분
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고, 가설검
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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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의 감성지능이 정서적 몰
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감성활용, 감성조절 등 2개요인이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
타났으며,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들이 스스로 용기를 갖
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처하고, 회사에 비전을 갖고 자
기 동기부여를 가지며, 새로운 기회 포착을 위해 노력하는
감성 활용 지능이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이 높

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의 감성지능이 지속적 몰

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타인감성이해, 자기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등의순으로 
지속적몰입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비정규직호텔
조리종사원들이 다른 직원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세심히
관찰하며,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때 계속적
으로 근무하고 싶은 지속적 몰입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의 정서적 몰입이 업무성

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를 통해 비
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들이 조직 내에서 자기 일에 대한

행복감을 가지고 일에 몰두하는 정서적 몰입이높을수록 업

무성과가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의 지속적 몰입이 업무성

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를 통해 비
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들이 조직 내에서 현재의 일을 계속

해 나가길 원하고, 계속해서 일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지속적 몰입이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의 감성지능이 업무성

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를 검증한 결과,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들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업무

성과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종합해보면호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자기

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 등 감성지능이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몰입이 업무성과에 큰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들이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과 요구를 잘 이해하고, 세심한 감정
관찰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활용해 나가는

의지가 높을수록 조직몰입과 업무성과가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알수있었다. 또한비정규직호텔조리종사원들이조
직 내에서 자기 일에 대한 행복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몰입이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먼저 비정규

직 호텔 조리종사원들의 조직몰입과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종사원들의 감성

지능을제고시키는것이중요한변수임을 확인할 수있었다. 
또한 주로 타 분야의정규직 직원에서 연구되었던 감성지능

이라는 주제를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이 지각한 감성지능이 조직몰입

과 업무성과에 주요 영향요인 임을 밝힐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비정규직 호텔 조
리종사원의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와 감성활용이 조
직몰입과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으

므로,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관련
교육 및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호텔내에서의조직

몰입과 업무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

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호텔 조리종사원의 채용단계서부터 개인이 가진 감성지능

과 호텔조직에 적합성을 고려하여, 호텔기업과 잘 맞는 사
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호텔 조리종사원들의 정서적 몰입이 업무성과에 영향을 크

게 미치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종사원의 정서적 몰입을도울

수 있는 호텔 내 제도적인 방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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