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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호텔 조직과 호텔에 근무하는 간 리자들의 커뮤니 이션에 련한 연구이다. 간 리자

들의 커뮤니 이션이 조직몰입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향과 커뮤니 이션과 조직문화와의 계에서 조직

몰입이 조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 다. 최종 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80부 고, 가설 검증을 한 통계분

석은 SPSS 18.0을 사용하 다. 가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호텔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

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의 검증결과 부분 으로 유의하여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2, 호텔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은 조직문화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의 검증결과 부분 으로 유의하여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3, 호텔 간 리자의 조직몰입은 조직문화

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검증결과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 4, 

호텔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과 조직문화와의 계에서 조직몰입은 유의한 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커뮤니케이션∣조직몰입∣조직문화∣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for the hotel organization and Hotel Middle Manager’s Communication .we studied 

the Effect of Hotel Middle Manager’s Communication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Organizational Culture. finally, 80 

copies of samples were used in empirical analysis. and SPSS 18.0 statistical package was used.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are as follows. First, The Verification result of hypothesis that 

the communication of hotel middle manager will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partially supported. Second, The Verification result of 

hypothesis that the communication of hotel middle manager will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effect on Organizational Culture was partially supported. Third, The Verification 

result of hypothesis tha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tel middle manager will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effect on Organizational Culture was supported. Fourth, The 

Verification result of hypothesis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will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hotel middle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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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호텔의 상품은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상품으로 구분

되어지며, 무형의 상품은 직원들의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 무형의 서비스의 평가는 다분히 주 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환 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이다. 

특히 호텔의 평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량 인 평가와 

정성 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직원의 서비스 

분야가 높은 비 을 차지하며 한 요하게 여겨진다.

본 연구에는 서비스산업의 선두에서 최상의 고객서

비스를 제공하며, 직원들의 심리 인 안정과 수  높은 

서비스가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에 을 두고 호텔의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과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문화에 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최근의 호텔 조직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성과 달성을 해 커뮤니 이션을 강화하고 있

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 조 인 계를 형성하기 

한 상호간의 커뮤니 이션이 강조되고 있다[1][2].  

그리고 호텔에서는 커뮤니 이션과 더불어 조직문화

가 요하게 인식되어 있으며, 호텔의 고객 서비스 환

경이 임 , 직무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지

만 조직의 문화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인 자원을 원하

고 있으며[3], 호텔기업의 지속 인 성장과 발 을 해

서는 호텔의 조직문화에 한 인지가 필요하고 한 

련 분야의 연구활동이 필요하며, 호텔기업은 생존을 

한 구성원의 변화와 신이 필요하고, 호텔 조직이 

형화· 문화 될수록 각 구성원간의 상호 조를 기 한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4]. 특히 호텔 기업은 인

서비스에 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고, 인 서비스의 

역량에 따라서 고객만족이 달라지며, 고객만족에 따라

서 호텔의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호텔에 근

무하는 간 리자는 최고 경 층과 일선의 서비스 직

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직원들에게는 직무 

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최고 경 층에게는 아

래로 부터의 의견을 달하는 요한 직 이기 때문에 

이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호텔의 지배인과 상사에 

한 조직문화 그리고 커뮤니 이션, 조직몰입, 직무 만족

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5-13], 이러한 연구들은 

호텔 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의 구성원간의 원활한 커

뮤니 이션을 바탕으로 올바른 조직문화가 직무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 로 하여 호텔에서

의 간 리자들의 커뮤니 이션과 조직문화 그리고 

조직몰입과의 향 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호텔에서

의 커뮤니 이션과 조직문화의 요성을 인식하고 조

직몰입이 조직문화에 조 효과로서의 역할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호텔의 간 리자의 역할

을 강조하고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 커뮤니 이션, 조직

문화, 조직몰입과의 계를 연구하고 결론과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커뮤니 이션은 라틴어인 공통, 공유라는 communis 

에서 유래하 으며, 내용있는 정보를 달하는 과정이

고[14], 우리말로는 의사소통으로 알려져 있다[15]. 그

리고 James & Anthony[16]는 달자와 수신자 간의 

정보 달과정을 커뮤니 이션이라고 정의하 으며, 

이러한 커뮤니 이션은 다양한 목 을 가지고 상호 작

용을 하며, 반드시 상 방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제로 한다[17].  

특히 호텔업계는 고객 서비스를 해서 다양한 성격

을 가진 부서들의 업이 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커뮤니 이션의 요성이 더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Lashley & Lee-Ross[18]에 의하면 효율 인 커뮤니

이션은 수신자와 송신자 사이의 문화 , 역사  배경의 

이해가 요하다고 하 다.   

학자들의 커뮤니 이션에 련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owns & Hazen[19]은 커뮤니 이션이 

인 련, 정보 련, 순수정보 련 요소로 구성되는 다

차원 인 개념이라고 하 으며, 허용덕[13]은 효율 인 

커뮤니 이션은 수직 , 일방 인 작용이 아니라, 수평

이면서 자발  상호작용이라고 하 다. 한 이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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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철[10]에 의하면 커뮤니 이션은 다차원 인 개념

이며, 직장에서의 상 자와 하 자 그리고 동료사이의 

커뮤니 이션 만족을 비롯하여 조직의 커뮤니 이션 

분 기 그리고 커뮤니 이션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 다. 서비스의 수 이 

상품의 호텔에서의 커뮤니 이션은 고객과 직원, 직원

과 직원 사이의 원활하고 유기 인 서비스의 흐름을 가

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재근·김수진[6], Lashley & 

Lee-Ross[18] 그리고 Crino & White[2]가 연구한 커뮤

니 이션에 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14개의 

항목을 도출하 으며, 커뮤니 이션을 조직 커뮤니

이션과 부서내 커뮤니 이션, 두 개의 요인으로 변수화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에 한 연구에서 결과변수로 연구의 상인 조

직몰입은 학자들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으

로 본인이 속한 조직에 한 충성도, 일에 한 열정, 강 

한 조직 잔류 욕구,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와의 동

일시 그리고 심리  애착정도, 일체감을 말하 다[20].  

 서비스산업에서 행동의도는 재이용의도로 해석되며, 

재방문의도, 구   추천의도를 포 하는 개념으로 사

용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몰입은 직원들의 근로행동

(work behavior), 이직(turnover), 직무성과(job performance)

등에 용하여 측정하기도 하 고, 평가하 다. 

그리고 Mowday, Porter & Steers[21]에 의하면 조직

몰입은 조직에 한 동일시, 몰입, 일체감, 애착감, 조직

에 한 강한 신뢰 등을 말하 고, 김경태[22]는 조직몰

입이 이직을 측하는데 효과 이며, 높은 조직몰입을 

보이는 종사원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측정을 선행연구의 고찰

(Mowday, Porter & Steers[21], Meyer & Allen[20], 김

경태[22])을 통해 직원들의 회사에 한 소속감  애착

도 등의 9개 문항을 도출하여 측정하 다.   

3.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조직문화라는 용어는 Pettigrew[23]가 상징, 언어, 이

념, 신념 등 조직의 총체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처음

이었으며, Labich[24]는 조직문화를 조직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체계로 고객과의 상호 작용에 향을 미치

는 요소라고 하 다. Gregory[25]는 그 조직만이 가지

고 있는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과 행의 의

미체계를 조직문화라고 정의하 다. 국내 학자의 의견

으로는 조직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조직체  구성원

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신념, 가치 , 규범, 습 등의 

총체라고 하 다[26].         

호텔의 서비스는 인 자원에 의해 고객서비스가 이

루어지기 때문에 인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워크와 가족 같은 분 기의 조직문화가 필요하

다[11]. 그리고 호텔의 조직문화는 고객지향성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것은 인 서비스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이해된다[27]. 본 연구에서는 조

직문화에 한 선행연구(Quinn & Rohrbaugh[28]; Zu, 

Robbins & Fredenall[29]; 최해수[7])를 바탕으로 문항

을 도출하여 연구하 다.     

특히 최해수[7]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문화는 조직몰

입에 향을 미치며, 조직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배분하

고, 자율  문제해결, 토론과 인간 계 시, 그리고 

워크를 요시하는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을 제고시키

고, 한 조직몰입으로 연결된다는 연구의 결과를 제시

하 다.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호텔에 근무하는 간 리자들의 조직에 

한 커뮤니 이션과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문화에 

한 계를 연구하 다. 국내외의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리뷰하 으며, 이를 토 로 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

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호텔 중간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조직몰입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 조직몰입의 조절효과 연구 415

     

그림 1. 연구모형

1.2 가설설정

1.2.1 커뮤니 이션, 조직몰입, 조직문화

본 연구에서는 호텔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 조

직몰입 그리고 조직문화에 한 다양한 선행연구

[4][6-13][29][28]의 이론  근거와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커뮤니 이션과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문화와의 정

(+)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커뮤니 이션과 조직문

화와의 계에서 조직몰입이 조 효과의 역할을 한다

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 다.

 
H1: 호텔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호텔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은 조직문화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호텔 간 리자의 조직몰입은 조직문화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 호텔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과 조직문화와

의 계에서 조직몰입은 유의한 조 효과가 있

을 것이다.

2.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2.1 조사 설계 및 조사 기간

본 연구에 이용된 조사 상의 표본은 서울지역에 근

무하는 외국계 호텔과 국내 랜드 호텔에 근무하는 

간 리자들을 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 다.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11월 말 일경 

까지 두 달간 진행 하 다. 설문지 120부를 배포하여 

102부를 회수하여 이  불완 하거나 불성실하여 통계

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표본 22부를 제외하고 총 80부

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2.2 분석 방법

본 연구를 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

하여 분석하 다.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

하기 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고, 도출

된 요인 간 연 성 측정을 해 상 계 분석을 실시

하 다. 그리고 연구가설을 토 로 다 회귀분석과 조

효과 검증을 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에 한 일반 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직원이 53명(66.3%), 여자직원이 27명(33.8%)으로 

호텔에 근무하는 간 리자의 비 이 남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 연령 , 근무 년 수, 근무

부서 등의 세부 항목에 한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n=80)

구 분 측정 항목 빈도(명) 퍼센트(%)

성 별
남 53 66.3

여 27 33.8

학력

고졸 3 3.8

전문대학 22 27.5

4년대학 53 66.3

석, 박사 2 2.6

연령

20-29세 12 15.0

30-39세 47 58.8

40-49세 16 20.0

50이상 5 6.3

근무년
수

5-10년 44 55.0

10-15년 19 23.8

15-20년 14 17.5

20년 이상 3 3.8

근무부
서

객실부서 31 38.8

식음료부서 9 11.4

조리부서 8 10.0

관리부서 24 30.0

시설부서 4 5.0

판촉부서 4 5.0

직급

주임/캡틴 35 43.8

대리/계장 27 33.8

과장 18 22.6

소득

200-300만원 47 58.8

300-400만원 29 36.3

400-500만원 1 1.3

500만원 이상 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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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2.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2.1.1 커뮤니 이션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선정과 측정개념의 정의

에 있어서 타당성  신뢰성을 입증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과 요인의 내 일 성을 평가하기 하여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 계를 나타내는 요인 재 치 값 

0.5 이상, 요인추출과정은 고유치기 을 용하여 1.0보

다 큰 요인에 해 요인화 하 다. 

  표 2. 커뮤니케이션의 신뢰성 및 타당성

요 인 명 측 정 항 목
요 인
재치

고유 값
(분산 률)

조직커뮤니
케이션*
(0.943a)

커뮤니케이션은 업무에 도움 .930(b)

6.011(c)
(60.108%)

상급자는 필요한 조언을 해줌 .853

갈등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결 

.839

구성원간의 조화가 잘 됨 .814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806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하급
자에게 충분히 설명 함 

.777

부서내커뮤니
케이션
(0.811)

부서내 소문이나 풍문이 활성
화 됨

.793

1.327
(13.273%)

부서내 업무의 질 .775

부서내 동아리 모임 장려 .756

부서내 상급자의 지시 이행 .696

*탐색적 요인분석 후 1문항 제거(브랜드의 특징에 대해 잘 안다)
 a:신뢰계수,  b:요인 적재치  0.5이상,  c:고유 값 1.0 이상
 KMO=.888       χ2=603.048   df= 45     p=.00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뮤니 이션에 한 요

인분석 결과 고유 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최종요인 

2개(조직 커뮤니 이션, 부서내 커뮤니 이션)가 추출

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 지수는 모두 최소 0.6 이상으

로 측정 항목들의 내  일 성을 확보하 다고 할 수 

있다. Kaiser-Meyer-Olkin(KMO)는 변수들 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커뮤니 이션은 KMO값이 0.888로 요인분석을 

한 변수 선정이 정하 다고 할 수가 있다.

2.1.2 조직몰입의 신뢰성  타당성 

조직몰입에 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별 신뢰도 지수

는 0.8 이상으로 측정 항목들의 내  일 성을 확보하

다고 할 수 있으며, KMO값이 0.919, Bartlett=597.924, 

p=.000이고, 아이겐 값이 1이상인 요인이 한 개 추출 되

었다. 그리고 크론바흐 알  값도 0.940으로 높은 신뢰

성을 보여주어 변수 선정이 정하다고 할 수가 있다

[표 3].

표 3. 조직몰입의 신뢰성 및 타당성

요 인 명 측정항목
요 인 
재치

고유 값
(분산 률)

조직몰입
(0.940a)

회사에 강한 애착 .910(b)

6.153(c)
(68.363%)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 .882

회사에 강한 소속감 .868

직장의 문제를 내문제로 인식 .853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842

내 가치관과 회사의 방침은 비슷 .834

회사는 근무하기 좋은 직장 .834

회사에 불평하지 않음 .803

나는 이직하지 않음 .867

a:신뢰계수,  b:요인 적재 치  0.5이상,  c:고유 값 1.0 이상
 KMO=.919       χ2=597.924   df= 36    p=.000

2.1.3 조직문화의 신뢰성  타당성 

조직문화에 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별 신뢰도 지수

는 0.8 이상으로 측정 항목들의 내  일 성을 확보하

다고 할 수 있으며, KMO값이 0.917, 그리고 크론바

흐 알  값도 0.929로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어 변수 선

정이 정하다고 할 수가 있다[표 4].

표 4. 조직문화의 신뢰성 및 타당성

요 인 명 측정항목
요 인 
재치

고유 값
(분산 률)

조직문화
(0.929a)

직원의 평가를 실적위주로 함 .901(b)

4.455
(74.245%)

업무처리 절차와 규정이 정해짐 .900

회사는 늘 새로운 것을 도전 .868

직원상호간에 감싸주는 문화 .845

규정을 철저히 따르는 문화 .839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성과 
창출

.813

a:신뢰계수,  b:요인 적재 치  0.5이상,  c:고유 값 1.0 이상
 KMO=.917      χ2=349.453   df= 15  p=.000

2.2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들 간의 련성을 분석하기 

하여 변수 사이의 상  는 공분산의 계산에 의해  

피어슨 상 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

는 아래와 같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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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 균
표 준
편 차

(1) (2) (3) (4)

조직커뮤니케이션 4.3229 1.24957 1

부서내커뮤니케이션 3.9375 1.06994 .604** 1

조직몰입 3.9417 1.18515 .849** .544** 1

조직문화 4.1771 1.18457 .631** .405** .623** 1

 ** p<0.01

3. 가설검증

3.1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몰입의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 호텔 간 리자의 커뮤

니 이션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F=100.362로 유의수  1%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usted R
2 은 .716

으로 71.6%의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

었다. 

분석결과 조직 커뮤니 이션이 조직몰입에 1% 수

에서 유의 인 향을 미쳤고, 반면에 부서내 커뮤니

이션은 조직몰입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자세한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몰입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value Sig

B SE Beta

조직
몰입

상수 .368 .293 1.258 .212

조직커뮤니케이션 .778 .071 .820 10.893*** .000

부서내커뮤니케이션 .054 .083 .048 .644 .522

R=.850,  R2 =.723, 수정된 R2 =.716,
F=100.362, p=0.000, Durbin-Watson=1.830

*** p<.001

3.2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문화와의 회귀분석 결과

그리고 가설 2. 호텔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은 

조직문화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F=25.629로 유의수  1%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usted R
2 은 .384로 38.4%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분석결과 조직 커뮤니 이션이 조직문화에 1% 수

에서 유의 인 향을 미쳤고, 반면에 부서내 커뮤니

이션은 조직문화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가설 2도 부분 채택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자세한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문화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value Sig

B SE Beta

조직
문화

상수 1.519 .431 3.529 .001

조직커뮤니케이션 .577 .105 .609 5.497*** .000

부서내커뮤니케이션 .041 .123 .037 .336 .737

R=.632,  R2 =.400, 수정된 R2 =.384,
F=25.629, p=0.000, Durbin-Watson=1.135

*** p<.001

3.3 조직몰입과 조직문화와의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3. 호텔 간 리자의 조직몰입은 조

직문화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

설을 검증하기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

과 F=49.542로 유의수  1%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usted R
2 은 .381로 38.1%의 설

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분석결과 호텔 간 리자들의 조직몰입은 조직문화

에 1% 수 에서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 3은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조직몰입과 조직문화와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value Sig

B SE Beta

조직
문화

상수 1.722 .364 4.729 .000

조직몰입 .623 .089 .623 7.039*** .000

R=.623,  R2 =.388, 수정된 R2 =.381,
F=49.542, p=0.000, Durbin-Watson=1.443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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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value Sig

B SE Beta

1
단계

조직
문화

상수 1.409 .444 3.170 .002

커뮤니케이션 .670 .104 .588 6.421*** .000

R=.588,  R2 =.346, 수정된 R2 =.337,
F=41.235, p=0.000, Durbin-Watson=1.249

*** p<.001

2
단계

조직
문화

상수 1.316 .425 3.098 .003

커뮤니케이션 .290 .162 .254 1.785* .078

조직몰입 .422 .142 .422 2.962** .004

R=.642,  R2 =.413, 수정된 R2 =.397,

F=27.058, p=0.000, Durbin-Watson=1.347
* p<.1, ** p<.01

3
단계

조직
문화

상수 1.204 1.105 1.089 .280

커뮤니케이션 .318 .301 .279 1.055 .295

조직몰입 .458 .352 .458 1.299 .198

상호작용 -.008 .075 -.058 -.111 .912

R=.643,  R2 =.413, 수정된 R2 =.390,
F=17.811, p=0.000, Durbin-Watson=1.347

3.4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문화와의 관계에서 조직몰입

의 조절효과 분석

연구의 가설 4. 호텔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과 

조직문화와의 계에서 조직몰입은 유의한 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3단계의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계  회귀분석은 1단계

로 독립변수인 커뮤니 이션 투입, 2단계로 독립변수와 

조 변수인 조직몰입 투입, 마지막 3단계로 독립변수☓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3단계의 변화 과정

을 거치는 분석방법이다.

그리고 송지 [30]에 의하면 마지막 제3단계에서 상

호작용항(독립변수☓조 변수)을 회귀식에 투입하 을 

때, 설명력(R
2)의 변화가 유의수  하에서 유의하게 증

가하 다면 조 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분석결과 1단

계에서는 기여율(결정계수) 값이 0.346, F=41.235로 유

의수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몰입이 추가된 2단계 모형에서는 기여율

(결정계수) 값이 0.413, F=27.058로 유의수  내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커뮤니 이

션과 조직몰입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3단계 모형에서

는 기여율(결정계수) 값이 0.413, F=17.811로 유의수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으로 1단계와 2단계에서는 6.7%의 설명력의 증가

를 가져왔다. 그리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설명력의 변

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몰입은 커뮤니

이션과 조직문화 간의 향 계에서 조 작용을 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가설 4는 기각되었으며 자세한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표 9. 조직몰입의 조절효과 분석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호텔의 인 서비스의 요성을 바탕

으로 호텔에 근무하는 간 리자들의 커뮤니 이션

과,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문화와의 연구를 진행하 으

며, 가설의 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와 시사

을 제시한다. 첫째, 커뮤니 이션은 조직 커뮤니 이

션과 부서내 커뮤니 이션 두 개의 하 요인으로 요인

화 하 으며, 조직몰입과 조직문화는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가설 1. 호텔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은 조

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

설의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조직 커뮤

니 이션이 조직몰입에 유의 인 향을 미쳤고, 반면

에 부서내 커뮤니 이션은 조직몰입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

택되었다. 개인과 하게 연 되어 있는 조직의 커뮤

니 이션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끼친 반면, 부

서내 업무의 질, 동아리 활동, 상 자의 지시 등과 련

있는 부서내 커뮤니 이션은 조직몰입에 유의하지 않

았다. 결국은 조직의 커뮤니 이션이 부서내에서는 원

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이며, 호텔의 각

각의 부서에서는 개인 보다는 부서, 부서 보다는 호텔 

체의 조직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부서 내 직원간의 상호 존 과 소규모의 동아리 활동 

는 취미 활동의 공유를 통해서 커뮤니 이션의 활성

화가 필요하다.        

셋째, 가설 2. 호텔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은 조

직문화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

설의 검증결과 가설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직 커뮤

니 이션이 조직문화에 유의 인 향을 미쳤고,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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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서내 커뮤니 이션은 조직문화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도 부분 채

택되었다. 가설 2의 검증결과는 가설 1의 결과와 유사

하며, 부서내에서의 올바른 커뮤니 이션의 활성화가 

결국은 정 인 조직문화에 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 활성화를 해 

호텔에서는 상하 직원간의 분 기 조성을 한 노력을 

기울이며, 한편으로는 간 리자가 부하직원과 상사

들 사이에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가설 3. 호텔 간 리자의 조직몰입은 조직문

화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 호텔 간 리자들의 조직몰입은 조직문화

에 1% 수 에서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도 검증된 동일한 연구결과이다. 따

라서 부서내에서의 간 리자들의 조직몰입을 높이면 

올바른 조직문화가 형성 될 수 있으며 보다 더 구체

인 조직몰입 향상 방안을 개인 인 차원에서의 방안과 

회사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가설 4. 호텔 간 리자의 커뮤니 이션과 

조직문화와의 계에서 조직몰입은 유의한 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1단계와 2단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하 고 기여율의 증가가 있었지만, 3단계에서는 통

계 으로도 유의하지 않았으며 기여율의 변화도 없었

다. 커뮤니 이션과 조직문화와의 계에서 조직몰입

은 조 효과의 작용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는 기

각되었다. 

본 연구의 특성 상 조사 상이  리미티드 서비스 호

텔 간 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리미티드 호텔은 

객실 부분의 업이 치 되어 있는 호텔인 경우가 부

분이어서 하나의 호텔이 사실 상 하나의 조직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설 1, 2, 3 이 유의한 결과를 도출 했음

에도 불구하고 커뮤니 이션과 조직문화와의 계에서 

조직몰입은 유의한 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상을 보

다 세분화하여 풀 서비스 호텔, 즉 다양한 부서가 존재

하는 호텔과 리미티드 서비스 호텔, 즉 한 두 개의 부서

만 존재하는 호텔을 나 어 연구한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되리라 상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 직원 체를 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닌 호텔을 실제 운 하는데 핵심인력인 간

리자 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커뮤니 이션, 

조직문화, 조직몰입에 한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하

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 특징이고, 한계

으로는 조사 상 호텔의 조직의 규모가 서로 상이하

여 조직몰입의 조 효과를 도출해 내기가 여의치 않았

다는 이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

겠다. 한 간 리자  이상의 직원에 한 연구이

기 때문에 조사 상의 샘 이 크지 못했다는 도 한

계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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