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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을 상으로 마음챙김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후 마음챙김과 조직몰입 간 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을 해 국내 

형항공사와 비용항공사 소속 객실승무원들  국제선 항공기 담당 객실승무원을 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제

주국제공항  항공기 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첫째, 마음챙김의 하 요인  주의집  요인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마음챙김과 조직몰

입 간 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직무만족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실승

무원들이 유사한 업무의 반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동  행동 습 을 방지하고 주의집 을 높이기 해서는 업무 

수행 시 다음단계에 진행될 서비스 차를 상기시키고, 매 서비스 종료 시 에 수행 완료 여부  특이사항 유‧무를 

상호 확인하는 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 항공사, 객실승무원, 마음챙김, 직무만족, 조직몰입  

Abstract   The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mindfulness on thei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flight attenda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between 

mindful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ata was collected at Incheon and Jeju international airport 

from flight attendants working on international flight of domestic airli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concentration among the sub-factors of mindfulness had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between the sub-factor of mindful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rder for flight attendants to avoid habitual behaviors and to increase 

concentration while on duty, it is important to work together to remind one another of next step of service 

that immediately follows and complete a checklist at the end of each step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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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 항공운송시장은 형항공사를 비롯한 비

용 항공사, 외국항공사의 가세로 인해 항공사 간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사

들은 경쟁우 와 이익창출을 해 고객서비스를 직  담

당하는 인 자원의 역할에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

[2]. 특히 항공사 유 부서 직원들  고객들과 많은 시간

을 함께 하는 객실승무원들은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 

품질  항공사 이미지에 큰 향을 주는 요한 인  자

원이라 할 수 있다[3]. 하지만 객실승무원들은 높은 채용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공간에서 장시간동안 고객 

면서비스를 해야 하고, 시차  수면 부족 등 어려운 

업무 여건으로 인해 이직률 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4]. 직원들의 직무불만족은 더 나아가 고객서비스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고,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항

공사로 하여  막 한 손실 비용을 래하게 된다[5]. 따

라서 객실승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직무환경에 해 

정 인 태도를 가지며, 조직에 한 소속감과 애착을 형

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 하며, 개방과 수용의 자세

로 정 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챙

김을 제시하고자 한다[6]. 마음챙김은 주변 상황의 변화

를 즉시 알아차리고, 있는 그 로를 수용하는 것으로[7] 

마음챙김을 통해 변화하는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게 되

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의 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8]. 이러한 마음챙김은 결

과 으로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9] 한편, 

조직에 한 소속감과 자부심, 충성심을 느끼게 해 주는 

조직몰입에도 도움을 다[10].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상으로 한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에 한 선행연구는 조직커뮤니 이션이 직무만족, 직

무몰입  서비스 수행에 미치는 향[11], 직무스트 스 

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12], 상호작용공정성과 감성지능이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에 미치는 향[13], 직원가치제안이 직무만족, 조직몰

입,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향[14], 교육훈련이 직무만족

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향[15]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선행변수로 정

심리와 련 있는 개인내 변인인 마음챙김을 이용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상으로 조

직생활에서 정 으로 작용하는 마음챙김이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후 마음

챙김과 조직몰입 간 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항공사의 인 자원 리를 

한 략수립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마음챙김

마음챙김은 순간순간 주의를 집 하여 재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16], 무의식 으로 일어나는 습

인 반응을 제거하는데 을 두고 있다[17]. 이처럼 

상황인식  자각의 으로 마음챙김을 정의한 

Martin[6]은 재 일어나는 상황을 악하는 인지에서 

시작하여 더 나아가 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마

음챙김이라 하 고, Siegel[18]에 의하면 마음챙김은 주

의(attention)와 인지(cognition)를 통한 자각(awareness)

으로 이 자각은 재 상황에 깨어있는 마음을 의미한다

고 하 다. 한  Shapiro et al.[19]은 마음챙김 훈련을 

체계 으로 실시하면 인지와 수용을 통한 자기조 능력

이 발달되어 정서 리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마음챙김의 특성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20] 자기수용능력을 

증진시키고 인 계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21].

2.2 직무만족

직무만족의 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해 보편

으로 느끼는 정 인 감정으로 정의된다[22]. 이것은 개

인의 가치  신념, 욕구,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복

합 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1]. 직무만족의 정의는 학

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먼  인간의 욕구 측면에서 

설명한 Megginson[23]은 직무만족을 직원들이 조직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정도로 개념화하 다. Lawler & 

Porter[24]는 보상에 을 두어 정당하다고 인지하는 

보상의 수 에 비해 실제로 얻은 보상 수 이 높은 정도

로 직무만족을 정의하 다. 홍성남[25]은 정서에 을 

두어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 평가에 해 느끼는 정

인 감정 상태라고 설명하 다. 이러한 욕구  보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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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족을 경험한 조직구성원들은 개인의 직무에 

극 으로 임하게 되는 동시에 조직에 해서도 정 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조직에 한 자발 인 홍보  원만

한 인간 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다[26]. 

2.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성과를 측정하는 요한 지표가 되며

[27], 개인이 조직에 해 느끼는 일체감  자부심 등의 

정서 인 측면과 조직의 목표  가치를 자신에게 일치

시키는 정도에 이 맞춰져 있다[28]. Greenberg & 

Baron[29]은 정서  측면에 을 두어 조직에 한 호

의 인 태도  조직문제에 극 으로 여하는 정도로 

조직몰입을 정의하 다. 한편, 조직의 목표  가치와 

련하여 정의한 Allen & Meyer[30]는 조직몰입을 조직 구

성원이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고 조직에 충성하며 

조직의 일원으로 남아있으려는 태도로 정의하 다. 

Angle & Perry[31] 역시 조직몰입은 조직의 가치와 목표

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일시와 조직을 해 애

쓰려는 노력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의 결근, 이직, 직무성과 등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32]. 따라서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한 높은 충성심과 

자부심을 지니게 되어 조직 목표 달성을 해 자기계발 

노력을 기울이며, 자신의 직무에 해 능동 , 극 으

로 행동하여 체 으로 활기 있는 조직분 기를 형성하

게 된다[33].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국내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마음챙김이 직

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후 마음챙

김과 조직몰입 간 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3.2.1 마음챙김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마음챙김은 ‘주의집 ’, ‘알아차림’, ‘수용’을 포함하는 

심리  구성개념으로 정서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역할

을 한다[34]. 벨기에의 서비스업종에 근무하는 종사원을 

상으로 한 Hülsheger et al.[35]의 연구에서 마음챙김은 

정서조 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직무만족에도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 다. 경기도에 

치한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상으로 한 국내 연구

에서도 마음챙김은 직무만족과 심리  웰빙을 높이는 

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9]. 한 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한 김명호[36]의 마음챙김과 자기조 이 직무만

족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 마음챙김의 하 요인  주

의집  요인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나타

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마음챙김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2.2 마음챙김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마음챙김은 정서지능과 련이 있으며[34], 정서지능

은 신뢰를 통해 조직몰입을 이끌어낸다[37]. 리자와 부

하 직원을 상으로 한 Reb & Chaturvedi[38]의 연구에

서 마음챙김이 높은 리자는 부하 직원에게 주의를 기

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게 되며, 부하직원은 자신

이 상사로부터 존  받고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

여 조직을 해 기꺼이 남고자 하는 조직몰입으로 이어

지게 된다고 하 다. 국내 연구에서는 병원 종사자를 

상으로 한 이종건[10]의 연구에서 마음챙김은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 이직의도

에는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한 한재범[39]의 연구에서도 학교 마음

챙김 수 이 높을수록 교사의 조직몰입 수 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마음챙김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2.3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직무만족은 인 자원 리와 조직 련 분야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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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8]. 멕시코 소재 미국 기업에 종

사하는 멕시코인을 상으로 한 Harrison & Hubbard 

[40]의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참여의사결정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공사 종

사원을 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직무만족은 조직몰

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고, 

형항공사와 비용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상으로 한 서

민주[1]의 연구에서도 직무에 한 만족감이 높아지면 

조직몰입 수 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비용

항공사 종사원을 상으로 신뢰와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 향 계를 살펴본 기은혜와 구본기[41]의 연구에서 

역시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

치는 결과로 보아 직무에 한 만족이 높아질수록 조직

에 한 소속감과 충성심이 높아짐을 확인하 다. 

한 앞서 제시한 마음챙김과 직무만족,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 선행연구에 의하면 직무만족은 마음챙김에 

의해 향을 받는 후행변수인 동시에 조직몰입의 선행변

수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만족은 마음

챙김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가정하

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4. 마음챙김과 조직몰입 간 계에서 직무만족은 매

개역할을 할 것이다.

3.3 설문지 구성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타당성  신뢰도

가 확보된 선행연구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마음챙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한 문항과 성별, 나이, 결혼여부, 

재직항공사, 재직기간, 직  등의 인구통계학  특성으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 

마음챙김은 Martin[6]과 Kabat-Zinn[16]의 연구를 바

탕으로 ‘주의와 자각을 통해 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그 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조작  정의를 내

렸다. 마음챙김의 측정 문항은 박성 [42]의 연구를 바탕

으로 탈 심  주의, 비 단  수용, 주의집 , 재자각, 

네 개 요인으로 분류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 

문항들은 모두 부정 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 

후 분석을 진행하 다.

직무만족은 Arnold & Feldman[22]과 홍성남[25]의 연

구를 참조하여 ‘개인이 자신의 직무경험에 해 느끼는 

정 인 감정상태’로 조작  정의를 내렸다. 직무만족의 

측정은 박재희[43]의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만족 척도를 

인용하여 업무  계, 보상과 련된 총 6문항의 단일

차원으로 구성하 다.

조직몰입은 Allen & Meyer[30]와 Greenberg & Baron  

[29]의 연구를 참조하여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가치와 목

표를 수용하고 조직에 계속 남고자 하는 태도’로 조직몰

입을 정의하 다. 조직몰입의 측정은 서비스인을 상으

로 조직에 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으로 구성한 천

덕상[44]의 연구를 토 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에 사용된 모든 측정문항<Table 1>은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측정되

었다.  

 <Table 1> Items of Measurement 

Mindfulness

M1. I find it hard to concentrate.
M2. I don't remember where I put something.
M3. I forget movies, TV shows and books quickly.
M4. I find myself listening to someone with one ear. 
M5. I find myself doing things without paying attention.
M6. I feel that I'm not aware of what's happening.
M7. I tend mot to notice my emotional changes.
M8. I'm not aware of my feelings, angry or sad immediately.
M9. I tend to not to know what I want.
M10. I tend to not to know how I feel.
M11. I find myself preoccupied with the future or the past.
M12. I'm worried about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M13. I'm afraid something bad will happen to me.
M14. I find myself preoccupied with my own internal fears or worries.
M15. My disappointment in myself preoccupied me constantly.
M16. I think someone looks at me weird when he knows my feelings.
M17. I tell myself I shouldn't be feeling the way I'm feeling.
M18. I think some of my emotions are bad or inappropriate and I 

shouldn't feel them.
M19. I feel disappointed with myself for my thoughts or my feelings.
M20. I criticize myself for having irrational or inappropriate emotions.

Job Satisfaction

J1. satisfaction with work 
J2. satisfaction with promotion opportunities
J3. satisfaction with supervisor
J4. satisfaction with co-workers
J5. pay satisfaction 
J6. general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1. feel a sense of belonging
O2. What this organization stands for is important to me. 
O3.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4. organizational loyalty
O5. feel a sense of pride in working for this organization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항공사에서 근무하는 국제선 



국내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마음챙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335

담당 객실승무원이며, 설문 상은 국내항공사 객실승무

원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에 출‧도착하는 국제

선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객실승무원이다. 자료 수집을 

해 2016년 02월 15일부터 2016년 04월 30일까지 국내 

형항공사와 비용 항공사 소속 객실승무원들  국제

선 항공기 담당 승무원을 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제주

국제공항  항공기 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

문 조사 시 공항에서 수행된 설문은 비교  요구에 잘 응

해주는 20 와 30 의 객실승무원들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지인들을 통해  비교

 고른 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실제 비행하는 객실승

무원들을 상으로 주로 설문을 수행하 다. 설문조사는 

편의표본추출 방식의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으로 실시되

었으며, 총 405부를 배포하여 391부를 회수하 다. 회수

된 설문지  불성실하게 응답하 거나 응답이 락된 

20부를 제외한 총 371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

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SPSS 23.0 통계 로그램

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 고, 연구가설 검증을 하여 다 회귀분석과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분석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체 응답자 371

명  남성은 40명(10.8%), 여성은 331명(89.2%)으로 객

실승무원의 직업 특성 상 여성의 비율이 높은 수치를 나

타냈고, 연령은 20-30세가 226명(60.9%), 31-40세가 126

명(34.0%), 41-50세가 19명(5.1%)으로 20 의 분포가 가

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여부는 미혼(69.5%)이 

기혼(30.5%)에 비해 많았고, 재직항공사는 형항공사 

 A항공사는 175명(47.2%), B항공사는 120명(32.3%), 

비용항공사 76명(20.5)으로 조사되었다. 직 별 분포는 

사원이 240명(64.7%)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사무장 78명

(21.0%), 사무장 44명(11.9%), 선임사무장 8명(2.2%), 수

석사무장 1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

직기간은 1년 미만이 58명(15.6%), 1년-5년 미만은 137

명(36.9%), 5년-10년 미만이 101명(27.2%), 10-15년 미

만, 37명(10.0%), 15-20년 미만, 24명(6.5%), 20-25년 미

만, 12명(3.2%), 25년 이상은 2명(0.5%)으로 재직기간 5

년 미만에 해당되는 객실승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분포

를 보 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37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Female
40(10.8)
331(89.2)

Age
(Year)

21-30
31-40
41-50

226(60.9)
126(34.0)
19(5.1)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13(30.5)
258(69.5)

Airlines
Full Service Carrier(A)
Full Service Carrier(B)
Low Cost Carrier

175(47.2)
120(32.3)
76(20.5)

Position

Flight Attendant
Assistant Purser

Purser
Senior Purser
Chief Purser

240(64.7)
78(21.0)
44(11.9)
8(2.2)
1(0.3)

Working Period
(Year)

Less than 1
1-less than 5
5-less than 10
10-less than 15
15-less than 20
20-less than 25
More than 25

58(15.6)
137(36.9)
101(27.2)
37(10.0)
24(6.5)
12(3.2)
2(0.5)

total N(%) 371(100)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측정도구에 한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통한 직각회 방법

을 활용하여 고유값 1 이상, 공통성과 요인 재값이 0.5 

이상이 되는 기 으로 요인을 추출하 다. 신뢰도 분석

은 Cronbach's α값을 토 로 내 일치도를 평가하여 각 

요인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4.2.1 마음챙김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마음챙김은 총 20개 문항에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는 집 하기가 어렵다’의 1개 문항이 제

거되어 선행연구와 동일한 탈 심  주의, 비 단  수

용, 주의집 , 재자각의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Table 3>. 총 분산설명력은 70.087%, 분석의 합성을 

검증하기 한 KMO값은 0.91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치는 χ²가 4509.033(sig=.000)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

고, 신뢰도 계수 값인 Cronbach's α는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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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n 

Mindfulness 

Factor
List of 

Measur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
ch’α 

de-centered 
attention

M12
M11
M13
M14
M15

.852

.828

.797

.730

.597

8.549 18.974 .884

non-judgem
ental 

acceptance

M17
M18
M19
M16
M20

.793

.774

.723

.697

.682

2.225 18.657 .887

concentration

M3
M2
M4
M6
M5

.868.
.808
.742
.659
.580

1.461 16.938 .856

present 
awareness

M10
M9
M8
M7

.802

.771

.763

.646

1.082 15.518 .875

total cumulative (%)=70.087, KMO=0.914
Chi-Square=4509.033, df=171, p=0.000

4.2.2 직무만족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직무만족은 총 6개 문항 가운데 척도정제과정을 거쳐 

‘상사에 한 만족’과 ‘동료에 한 만족’의 2개 문항이 제

거되어 4개 문항의 단일요인으로 도출되었다<Table 4>. 

총 분산설명력은 62.674%,  KMO값은 0.75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χ²가 468.767(sig=.000)으로 유의한 값

을 보이고 있고, 신뢰도 계수 값인 Cronbach's α는 0.7 이

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 수 을 보이고 있다. 

<Table 4> Results of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n 

Job Satisfaction

Factor
List of 

Measur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
’α 

job 
satisfac
tion

J6
J1
J5
J2

.831

.793

.776

.765

2.507 62.674 .797

total cumulative (%)=62.674, KMO=0.752
Chi-Square=468.767, df=6, p=0.000

4.2.3 조직몰입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조직몰입은 총 5개 문항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제거된 문항 없이 분산설명력 60.528%를 갖는 단일요인

으로 도출되었다<Table 5>. KMO값은 0.80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χ²가 709.258(sig=.000)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고, 신뢰도 계수 값인 Cronbach's α는 0.8 이상

으로 높은 신뢰도 수 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5> Results of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actor
List of 

Measur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
ch’α 

Organizat
ional 

Commitm
ent

O2
O5
O3
O4
O1

.849

.805

.789

.755

.683

3.026 60.528 .819

Ztotal cumulative (%)=60.528, KMO=0.800
Chi-Square=709.258, df=10, p=0.000

4.3 연구가설 검정

4.3.1 마음챙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1(H1)인 마음챙김이 직무만

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하

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 다. 분석 결과, 마음챙김의 하  요인  주의집

 요인만이 t=2.891, 유의수  p<0.005 내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1(H1)은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6> The effect of mindfulness on job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p 

job satisfaction

(costant) 2.419 12.736 .000

de-centered 
attention

.080 .100 1.551 .122

non-judgemental 
acceptance

.014 .017 .230 .818

concentration .176 .189 2.891 .004*

present awareness -.097 -.113 -1.525 .128

R=.203, R²=.041, Adjusted R²=.031,
F=3.942, p=.004, Durbin-Watson=1.741

*p<0.005

4.3.2 마음챙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2(H2)인 마음챙김이 조직몰입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

다. 분석 결과, 마음챙김의 하  요인  주의집  요인만

이 t=3.865, 유의수  p<0.001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H2)는 부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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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effect of mindfuln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p 

Organizational 
Commitment

(costant) 2.012 9.439 .000

de-centered 
attention

.083 .092 1.443 .150

non-judgemental 
acceptance

.019 .021 .281 .779

concentration .264 .248 3.865 .000*

present awareness -.064 -.065 -.896 .371

R=.273, R²=.074, Adjusted R²=.064,
F=7.352, p=.000, Durbin-Watson=1.758

*p<0.001

4.3.3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3(H3)인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 다. 

분석 결과, 직무만족은 t=13.312, 유의수  p<0.001 내에

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H3)은 채택되었다. 

<Table 8>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p 

Organizational 
Commitment

(costant) 1.081 7.229 .000

job satisfaction .650 .570 13.312 .000*

R=.570, R²=.324, Adjusted R²=.323,
F=177.222, p=.000, Durbin-Watson=1.631

*p<0.001

4.3.4 마음챙김과 조직몰입 간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4(H4)인 마음챙김과 조직몰

입 간 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Baron & Kenny[45]가 고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 차를 

활용하 다. 본 연구의 마음챙김과 조직몰입 간 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Table 9>과 같다. 

먼  1단계로 독립변수인 마음챙김의 하 요인과 매

개변수인 직무만족의 다 회귀분석 결과 마음챙김 4개 

요인  주의집  요인이 회귀계수 .256(p<.000)으로 유

의한 결과를 보 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마음챙

김의 4개 요인과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의 다 회귀분석 

결과 1단계와 동일하게 마음챙김 요인  주의집  요인

이 회귀계수 .176(p<.008)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3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경우 

독립변수인 마음챙김 하 요인  주의집  요인과 매개

변수인 직무만족이 동시에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이처

럼 1단계와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주의집  요인이 유의

한 결과를 보이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한 3

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매개변수는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고 본다

[46]. 따라서 가설 4(H4)는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9>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between Mindful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ependent
Variable

step
Independent
Variable

β t p R²

job satisfaction 1

de-centered 
attention

.100 1.551 .122

.041

non-judgemental 
acceptance

.017 .230 .818

concentration .189 2.891 .004**

present 
awareness

-.113 -1.525 .128

Organizational 
Commitment

2

de-centered 
attention

.092 1.443 .150

.074

non-judgemental 
acceptance

.021 .281 .779

concentration .248 3.865 .000***

present 
awareness

-.065 -.896 .371

Organizational 
Commitment

3

de-centered 
attention

.038 .706 .481

.352

non-judgemental 
acceptance

.012 .185 .854

concentration .146 2.693 .007*

present 
awareness

-.004 -.072 .942

job satisfaction .538 12.513 .000***

*p<0.01, **p<0.005, ***p<0.001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항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선 항공

기 담당 객실승무원을 상으로 마음챙김과 직무만족, 조

직몰입 간 향 계  마음챙김과 조직몰입 간 계에

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을 상으로 정  정서와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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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내  변수인 마음챙김을 네 개 요인의 다차원으로 구

성하여 내부고객 리 차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

치는 향 계를 살펴보았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

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가설 1인 마음챙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계 분석 결과, 마음챙김의 하  요인  주의집  요인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한 김명

호[36]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마음챙김 척도를 사

용하여 마음챙김과 자기조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에 한 분석에서 마음챙김의 하 요인  주의집  요

인만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나타낸 결과

와 일치하며, 마음챙김을 주의집  문항이 포함된 단일

차원으로 구성하여 수행한 권기일과 이종건[47]의 연구

에서도 마음챙김이 높은 종사자일수록 직무만족 수 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둘째, 가설 2인 마음챙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계에서 역시 마음챙김의 하  요인  주의집  요인

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

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챙김을 주의집  문항을 

심으로 구성한 이종건[10]의 연구에서 마음챙김이 높

은 병원 종사자들이 조직에 한 자부심이 높다는 결과

를 제시하고 있어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 등학교 재직교사를 상으로 한 한재범[39]의 연구

에서 역시 마음챙김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가설 1과 가설 

2의 검증 결과, 마음챙김의 4개 요인  비 단 수용  

탈 심 주의, 재자각의 3개 요인은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러한 결과는 이 세 가지 요인의 특성이 외부 상황에 한 

개인의 내  마음상태 조 과 련이 있어, 개인 스스로  

자각하여 단하는 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는 유

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마음챙

김의 주의집  요인은 내부고객 리 측면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모두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에게 매우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 객실승무원들은 매 비행 시 유사한 업무의 

반복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동 으로 행동하는 경

향이 있어 비행 업무 시 주의를 집 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한 방안으로 업무 수행  

객실승무원에게 담당구역별로 이루어지는 업무 차에 

해 세부 으로 안내한 후 매 서비스가 종료될 때마다 

수행완료 여부  특이사항을 상호 확인하는 차가 필

요할 것이다. 한 객실승무원들이 주의를 집 하여 업

무를 수행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보다 효율 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결과 으로 보상과 승진의 가능성이 높아 직무에 더욱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항공기 내에서 객

실승무원들은 승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비교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객실을 순회하며 담당구역 승객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승객의 필요한 사항을 미리 측하여 

극 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승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고, 이로 인해 충성고객이 증가하는 한편, 회사에 한 

정 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소속감과 자부심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가설 3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계 분석 결과,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항공사 

객실승무원과 항공사 종사원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

[1,41]와 동일한 맥락으로 객실승무원의 직무만족 수 이 

높아지면 조직에 한 애사심과 충성심이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항공사에서는 객실승무원들이 업무  

반 인 회사규정, 인간 계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  승진, 자격시험에 

해 공정한 기 항목을 제시하여 모두가 인정할 수 있

는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

는 상사, 동료에 한 만족을 해서는 과거의 권 인 

장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원들의 정서와 감정을 고려

한 칭찬과 소통, 격려를 통해 동기 부여를 해주어 원들

과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분 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 에 소속되어 있는 원들의 연령은 20 에서 50

까지 분포되어 있어 세  간 이해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신입승무원 교육과 장 교육 과정에 서로 다른 

세 를 이해할 수 있는 로그램을 추가하여 상호 배려

할 수 있는 문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 4의 마음챙김과 조직몰입 간 계에

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마음챙김의 하 요

인  주의집  요인과 조직몰입 간 계에서 직무만족

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의 

의미는 마음챙김과 조직몰입 간 계에서는 주의집  요

인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 수 이 높아지고, 마음챙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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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을 동시에 투입하여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마음챙김의 하 요인인 주의집  요인과 

매개변수인 직무만족 모두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결과로 보아 주의집  요인의 향력이 높아 직무

만족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이론 , 실무  의의와 함께 본 연구

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  특성  형항공사 소속 객실승무

원은 295명, 비용 항공사는 76명으로 자료의 수집 분포

가 고르지 않았으며, 추후에는 비용항공사  외국항

공사의 한 자료 수집을 통해  형항공사와 비용 

항공사, 국내항공사와 외국항공사의 비교 연구를 제안한

다. 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향 요인으로 마음챙

김 이외에 정  개념의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연구

를 진행한다면 보다 다각 인 연구로 발 해 나갈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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