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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객 서비스 에서 호텔종사원들의 호텔서비스 고객에게 하게 달함으로서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공정성이 서비스 상기업으로부터 지속  계를 유지하고  그 고객이 고객 만족을 얼마나 느끼는지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고객이 만족하는 에서 서비스공정성, 제공의 공정성, 과정의 공정성, 인식의 공정성, 신뢰가 고객의 

계품질과 고객만족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특 호텔 250명 고객에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가설7개는 한 연구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호텔서비스 경 자에게 강력한 종사원에게 신뢰 임 활용이 필요

하며 고객 계를 형성하고 고객만족에 다양한 신뢰가 필요하다.

주제어 : 서비스공정성, 고객 계품질, 고객만족, 호텔서비스품질, 신뢰, 임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ritical role of customers' perceived service justice in relationship hotel marketing 
and service. Three types of service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are 
proposed to affect both customer satisfaction and trust, and customer service satisfaction is likely to take effects on 
relationship quality variables, trust and commitment. Empirical results, based on data from 250 customers of two 
membership discount deluxe hotel in Seoul, showed satisfactory data-fitness to the proposed model and supported 
seven research hypotheses. Interactional justice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both trust and 
customer satisfaction, while distributive justice ha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rust and procedural justice with 
customer satisfaction. Also, the customer satisfaction had strong relationship with core variables of relationship 
quality (trust and commitment) and the trust variable was found to be a powerful antecedent leading to customer's 
commitment to servic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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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호텔고객이 주문한 서비스상품 달과정에서 지각하

는 서비스 공정성(Service Justice)은 분배 공정성

(Distributive Justice), 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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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 으로 분류될 수 

있다[1,2].

분배 공정성은 호텔기업체가 제공한 결과와 서비스혜

택을 공평하게 제공하 는지에 한 것이고, 차 공정

성은 호텔서비스 상품 달과 련한 서비스 차와 과정

이 공정한 것인지,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은 호텔서비

스 상품 달과정 에 호텔서비스종업원이 고객에 한 

서비스 응 가 공정한지 느끼는 것인지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 가지 호텔서비스 공정성은 고객의 호텔서비

스품질 평가에 해 핵심 인 많은 향을 미친다. 1970

년  후반부터 서비스마  분야에서는 호텔서비스의 

요성을 인지하고 호텔서비스 상품에 한 차별  특성

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1980년  반부터는 호

텔서비스품질의 측정 척도가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호텔

서비스 품질과 측정, 그리고 호텔 이용자의 고객만족과

의 상 계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

나 호텔서비스마  분야에서 호텔서비스 공정성에 

한 연구는 그 핵심  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문분

야 보다 상 으로 심이 부족한 실이다. 호텔서비

스 품질평가에 한 련성을 갖는 공평화이론(Equity  

Theory)에 한 실증  연구는 그 연구범 가 제한 이

으며, 오로지  고객서비스 회복의 결과  측면에서

의 분배 공정성에 핵심을 두고 있을 뿐 상 으로 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을 포함하여 다룬 연구는 단

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3,4].

그리고 최근에 고객과의 계 리  에서 그 

요성이 증 되고 있는  고객의 계마 의 핵심 

개념들(신뢰, 몰입)과 호텔서비스 공정성을 연 한 연구

들은 아주 드물다. 그러나 호텔서비스 실패와 회복 상황

에서 고객이 인식하는 호텔서비스 공정성이 호텔 서비스 

상품 자체에도 매우 요하지만 호텔서비스 달과정에

서 고객이 인지하는 호텔서비스 공정성 과정 한 상품

에 못지않게 아주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이 

호텔서비스 상품 달과정에서 인식하는 호텔서비스 공

정성은 호텔서비스 상품에 한 만족·불만족, 불평행 , 

계 단, 계품질, 그리고 고객의 호텔서비스상품을 

한 호텔의 자발  서비스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호텔서비스 상품 달 

에서 고객이 인지하는 호텔서비스의 모든 공정성에 

한 그간의 선행 연구들은 호텔서비스 공정성과 호텔 고

객만족과의 연 성에 집 화되어 있었다[5,6]. 

호텔서비스 상품 달상황에서 고객이 인지하는 호텔

서비스 공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존

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고객만족

으로 그 범 가 제한되어 있다. 호텔 서비스는 호텔고객

만족, 호텔 계품질 등의 에서 볼 때 호텔서비스 공

정성은 호텔 련 마 과도 매우 한 연 성을 가질 

수 있다[7]. 그리고 호텔서비스 공정성과  그간의 연 성

에 한 실증  연구 상은 주로 식당항공사[8], 음식 등

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특 호텔 서비스 달상황에

서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사실, 오늘날 주요 서

비스기업은 고객 회원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업종 

조차도 서비스특징상 간헐 인(Discrete) 거래보다는 단

골고객창출과 유지를 통한 장기  계 고객 구축에 노

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 인 고객 계에 

한 필요성은 계마 이 지니고 있는 장기  수익에 

한 , 특 호텔은 경쟁호텔 출 과 확 , 고객 데

이터베이스 마 , 그리고 호텔 단골고객의 SNS가 활

성화됨에 따라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텔서비스기업 측면에서 고객 리가 핵심 으로 이루

어질 수 있고, 호텔고객 측면에서는 고객 스스로가 자존

감을 가질 수 있는 호텔 상품 서비스 상황에서 고객들이 

인식하는 호텔서비스 공정성이 고객 계 마 에 까지 

미치는 향을 공부하고자 한다.

2. 연구배경과 가설설정

2.1. 호텔 서비스 공정성과 고객만족

호텔서비스 상품 달 과정상의 호텔서비스 공정성과 

고객만족에 한 분야는 련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한 

으로 분석 연구되어져 왔다[9-11].

호텔서비스 상품 달 상황에서 고객은 항상 호텔 서

비스기업으로 부터 고객에게 약속한 것과 의무를 실제로 

수행하 는지, 는 고객에게 약속한 상품서비스 결과 

는 혜택을 제공하 는지의 약속에 한 것과, 서비스 

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달될 것인지에 해 

기 를 가지고 있다. Rousseau(1995)에 따르면, 호텔고객

이 가지는 호텔서비스 공정성 이란 호텔고객이 호텔 기

업에 하여 가지는 일종의 심리  계약(Psychological 

contracts) 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계약 계는 개인과 조

직 간의 상호교환에 한 개인 인 념을 뜻하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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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약 계가 고객에게 분배· 차·상호작용 공정성을 

만족시키게 된다면  고객만족은 증가될 수가 있다[12]. 

그간 호텔 마 분야에서의 공정성 연구는 서비스결과

(Outcome)와 련한 분배 공정성에 집약되어 왔다. 유형

 제품의 호텔마 에서는 서비스 상품 결과와 련된 

서비스공평성(Equity)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호텔

서비스 상품부문에서는 호텔서비스의 무형성(Intangibility)

과 서비스과정(Process)의 특성상이 계하는 역할의 

요성을 고려할 볼 때 호텔서비스 달과정과 련한 서

비스 차 공정성과 고객 상호작용 공정성을 검토할 필요

성이 있다. 호텔서비스 공정성에 한 연구들은 체로 

사회교환 인 에서만 연구 노력이 집 돼 왔으나, 

고객이 느끼는 다른 호텔상품, 는 다른 고객들에 비해 

얼마나 고객이 공평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았는지의 여

부 한 호텔서비스의 고객만족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호텔서비스와 련하여 고객이 인지

하는 서비스 공정성은 고객의 반 인 호텔상품만족과 

한 계를 가지게 된다[13].

반 인 호텔기업의 고객만족은 일반  상품 구매와 

련한 고객만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에 걸친 

서비스 상품구매  소비와 련된 총체  서비스경험에 

근거한 축 이고 일반 인 고객의 감정  느낌이다

[14].

서비스 분배 공정성은 호텔기업이 약속한 결과  상

품 는 혜택을 제공하 는지의 여부에 한 것이고, 호

텔서비스 차  공정성은 서비스 상품 달 과정상의 

차, 규정, 행 , 시스템  요인에 한 것으로써, 일반  

연구에서는 고객의 행 와 태도, 는 고객이 느끼는 만

족에 직 인 향을 미치며[15], 아울러 간 인 향

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고객에 한 상호 작용 공정성은 호텔서비스상품 

달 과정상에서 호텔기업 는 서비스종업원으로부터 따

뜻함과 친 성, 성, 친 하고 정직한 상품설명, 겸손

함, 행 , 태도, 외모, 미소 등을 발견하게 되면 호텔서비

스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체로 만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고객의 상호 작용 공정성은 호텔서비스 

상황에서 다른 어떤 서비스 상품의 공정성보다도 고객만

족에 핵심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19]. 이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H1a : 서비스분배 공정성은 호텔 이용 고객만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b : 서비스 차 공정성은 호텔 이용 고객만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c : 고객의 상호 작용 공정성은 호텔 이용 고객만

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호텔서비스 공정성과 신뢰

호텔서비스 과정에서의 3가지 에서 호텔서비스 

공정성은 고객신뢰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부분 고객

의 경우에 호텔서비스상품 달과정 에 호텔 서비스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공정한 를 받았는가에 따라 고

객이 느끼는 호텔서비스의 믿음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20]. 만약 고객이 호텔 서비스 기업이 고객에게 

정당하다고(Fair play) 믿게 되면 고객은 서비스 신뢰와 

상품 몰입을 근거로 하는 그 호텔기업과 계속 인 계

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호텔서비스의 공정성과 고객

계 품질간의 련성은 고객과 호텔 서비스 기업의 

계가 공개 화 되어 있을 경우나 계속 인 거래 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고객과 호텔 서비스 기업사이의 지속 인 계 속에서 

고객이 인지하는 호텔 서비스 기업으로 부터 투자에 

한 결과에 한 공평성(Equity), 다른 고객과 비교해 볼 

때 공정하고 공평성(Equality)의 정도, 그리고 무한한 필

요성(Need)이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고객은 이들 호

텔 서비스 기업과의 호텔서비스 상품에 한 심리  계

약 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지하게 된다[21]. 이

러한 사회  교환조건에 해 고객이 가지는 개인 인 

강한 집념의 실은 재의 계를 보다 더욱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교환론  이론에 따르면, 고객에게 서

비스결과물이 달될 때의 과정, 차, 규칙, 시스템의 유

연성, 효과성, 정확성, 신속성, 근 용이성 등과 같은 서

비스 차상의 서비스 공정성을 인식하게 되거나, 호텔 

서비스 종업원에게서 외모, 세련됨, 정 함, 매 , 의, 

정직한 설명, 친 성 등을 제공받게 될 때 상호작용상의 

서비스 공정성을 느끼게 되면 이것 한 고객의 호텔 서

비스 기업에 한 믿음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체

로 호텔마 에서의 연구들은 신뢰를 호텔서비스 상품 

교환 고객에 한 일종의 강한 집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22,23]. 이 연구에서는 신뢰의 개념을 고객의 주  신

념 혹은 확신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H2a : 서비스 분배 공정성은 호텔 이용고객의 신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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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b : 서비스 차 공정성은 호텔 이용고객의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c : 서비스 상호작용 공정성은 호텔 이용고객의 신

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호텔이용 고객만족과 관계품질

호텔서비스 고객만족은 호텔 이용고객과의 지속 인 

계형성을 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호

텔고객만족에 한 선행연구들의 일반 은 고객만족의 

결과를 호텔조직이나 상품에 한 고객의 의도  행 에 

한정시키고 있는 반면, 지속 으로 고객 계의 구축을 

유지하는데 필수 인 변수들에 큰 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24]. 특히 호텔이용고객과의 공개 인 계

가 형성되어 있는 특 호텔 서비스품질 상황에서의 고

객만족은 호텔 서비스 기업에 한 호텔이용고객의 계

품질을 구성하는 개념들로서 고객신뢰와 상품 몰입의 평

가에 핵심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호텔기업에 한 신뢰는 서로의 계를 발 시키는데 

있어 주요한 핵심이며 호텔상품교환 고객에 하여 신뢰

성과 정직성에 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존재하게 된

다[25]. 신뢰는 고객에 한 심, 과거 상호작용의 서비

스경험 등과 같은 것에 의해서 호텔조직에 한 신뢰가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서비스기 감의 

 충족과 직간 으로 연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기간에 걸친 만족은 호텔 서비스 기업에 한 무한한 신

뢰를 증가시키게 된다[26].

고객만족은 고객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고객만족은 호텔 서비스 과정에 한 고객의 

서비스 참여를 증 하게 되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호텔 서비스 기업에 한 고객 몰입(애착심)으로까지 이

르게 한다고 주장했다[28]. 한 특징  호텔서비스와 

련한 고객만족은 서비스 경험에 한 평가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단골고객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

다[29]. 이와 같이 고객만족은 신뢰와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제안한다.

H3a : 호텔서비스의 고객만족은 호텔 이용고객의 신

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b : 호텔서비스의 고객만족은 호텔 이용고객의 몰

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 고객신뢰와 고객몰입

고객신뢰와 고객몰입은 주로 인사·조직행  분야에서 

연구 되어져 왔다. 호텔마  분야에서의 선행연구를 

토 로 볼 때, 고객신뢰와 고객몰입이 호텔고객의 계

품질 인지의 요한 핵심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30,31].

일반  호텔마  유통경로 분야에서 거래 고객과 

기업은 미래  교환  행 에 한 서비스 기 감은 고

객신뢰에 토 를 두고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고객몰입

은 일반 으로 응집력과 결집력으로 규정하고 있다[32]. 

그리고 서비스상품 교환 계의 고객과 기업 사이의 계

 지속에 한 암묵  약속은 상호 계에 투입되는 인

풋, 계속성, 그리고 일 성에 의해 측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1]. 고객신뢰와 고객몰입의 모두를  고객의 

계품질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리고 

호텔상품 생산자와 공 자 계에 있었어도 신뢰와 몰입 

변수가 주요한 구성요소임을 주장하고 있다[33].

호텔서비스 상황의 선행연구들에서도 호텔이용 고객

과 호텔 서비스기업 사이의 계품질은 고객신뢰와 고객

몰입을 매개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4]. 하지만, 고객

계 품질에 한 서비스마 에서의 연구는 고객과 서비

스기업 사이의 계에만 을 맞추고 있다. 고객 상호

간의 계품질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람이 서비스상

품 제공하는 경우, 를 들어 의사, 변호사, 보험업자, 미

용실 등과 같은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식당, 호

텔, 소매 포 등과 같이 부분의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서비스 과 과정에 따라 서비스종업원이 다르다. 따

라서 이러한 경우 호텔이용고객과 호텔 서비스기업 사이

의 계품질에 한 연구가 더욱 실하다고 볼 수 있다. 

매개역할로서의 고객신뢰와 고객몰입에서 신뢰는 몰입

의 선행변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몰입이 잠재 인 

사와 희생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

어 있다고 할지라도 몰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35]. 따라서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H4 : 호텔 이용고객의 신뢰는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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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표본설계

상 표본은 서울에 치한 5곳의 특1등  호텔 스

토랑으로 선정하 다. 호텔고객이 회원제 식당에 일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그 가로서 호텔 내에서 호텔상품

을 일반 구매할 때보다 훨씬 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

는 특성을 가진 호텔 스토랑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에 하다고 단되었다. 한 호텔고객이 식당 멤

버십을 얻기 해 호텔상품을 구입과는 별도로 연회비를 

지불한다는 에서 일반 식당과는 차별성을 가지며, 따

라서 이것은 일반 인 식당과는 달리 멤버십으로 운 되

기 때문에 일시 (Discrete)인 거래보다는 지속

(On-going)으로 꾸 한 호텔식당 이용이 발생한다는 

과 고객과 호텔 식당서비스와 식당 상품 간의 계가 

체로 공개 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한 본 연구의 

목 에 부합된다고 단하 다.

응답자는 재 특 호텔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고객을 

상으로 무작  표본추출 하 다. 인면 을 통해 입

수한 설문지 체 응답자 250명 에서 설문에 불성실하

게 응답한 것과 다수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3부를 제

외하고 총 227명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응답자들은 남

자 42.7%, 여자 57.3%,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3.5%, 20  

31.1%, 30  40.9%, 40  18.6%, 50세 이상 3.8%로 나타

났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이 73.6%, 소득수 은 100~200

만원 사이가 38.0%로 가장 많았다.

3.2 측정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likert 5  척도를 사

용하 으며, 이들 척도의 부분은 호텔서비스마 과 

호텔조직행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추출하 다. 그리고 

호텔고객 서비스상황에 맞지 않는 항목은 배제하 으며, 

 다른 일부 항목은 척도순화과정에서 제거하 다.

고객이 지각하는 분배공정성을 측정하기 해가 제시

한 척도에서 9개의 문항을 사용하 으나 척도순화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3개의 항목을 사용하 다[36]. 차공정

성을 측정하기 해가 제시한 척도에서 9개의 문항을 사

용하 으나 척도순화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7개의 항목

을 사용하 다. 상호작용공정성을 측정하기 해가 제시

한 척도에서 19개의 문항을 사용하 으나 척도순화과정

을 거쳐 최종 으로 8개의 항목을 사용하 다.

신뢰를 측정하기 해 제시한 6항목  척도순화과정

을 거쳐 5개의 항목을 사용하 다. 몰입을 측정하기 해 

제시한 8항목  척도순화과정을 거쳐 5개의 항목을 사

용하 다[29]. 제거된 항목들은 입증 요인분석결과 유의

하지 않아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호텔 고객만

족을 측정하기 해서제시한 단일항목을 사용하 다.

3.3 구조모델 결과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로 구성된 제안모

델로서 구조방정식의 개별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는 구조모델 추정치의 결과이다. 제안모델은 

반 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χ2 = 540.91, df = 

366, ρ = .000, RMR = .036, GFI = .86, AGFI = .83, CFI 

= .91),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한 수용 가능한 

수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시한 9개 가설  7개가 통

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실증분석과 연구측정

4.1 측정척도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Cronbach α 계수에서 모든 

척도는 상당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86). 한 구성개념 신뢰도 역시 .63이상으로 높은 

수 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모든 재추정치가 통계

으로 유의하고 구성개념 신뢰도 역시 높은 을 감안할 

때 이는 척도의 집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척

도의 별타당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 다. 먼 ,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이 구성 개념 간 상 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 여

부를 검토하 다. 그 결과 척도의 집 타당성과 별타

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H1에서 호텔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 분배공정성(.17, 

t=2.04)과 차  공정성(.59, t=3.44)은 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상과는 

달리 서비스 상호작용공정성은 고객만족에는 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09, t=-.69). 

H2의 경우 호텔서비스의 분배  공정성(.38, t=4.13)과 

상호작용공정성(.29, t=2.24)은 신뢰에 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텔서비스 차  공정성

(.26 t=1.79)은 약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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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n Ave
Standard
Deviation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6

1. Distribution justice 3.31 .56

2. Procedure justice 3.28 .43 .40

3. Interaction justice 3.11 .56 .29 .73

4. Guest satisfaction 3.44 .75 .38 .59 .39

5. Trust 3.46 .53 .55 .61 .56 .58

6. Immersion 3.30 .56 .47 .51 .51 .55 .71

Inter-construct,trust .72 .63 .86 - .79 .81

AVE .48 .20 .43 - .43 .46

Cronbach α .68 .64 .86 - .79 .80

Table 1. Consequence of Measuremen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figure-v t-value figure-v t-value

Distribution → Satisfaction(H1a) .17 2.04

Procedure → Satisfaction(H1b) .59 3.44

Interaction → Satisfaction(H1c) -.09 -.69

Distribution → Trust(H2a) .38 4.13 .05 1.81

Proceduce → Trust(H2b) .26 1.79 .17 2.54

Interaction → Trust(H2c) .29 2.24 -.03 -.68

Satisfaction → Trust(H3a) .29 3.21

Satisfaction → Immersion(H3b) .37 4.27 .18 2.76

Trust → Immersion(H4) .63 5.41

Distribution justice→ Immersion .27 3.91

Procedure justice→ Immersion .27 2.47

Interaction justice→ Immersion .16 1.70

r²(Guest Satisfsction) .63

r²(Trust) .41

r²(Immersion) .43

Model of Conformity
χ²(366) = 540.91  RMR = .036
GFI = .86, AGFI = .83, CFI = .91

Table 2. Proposal of Model LISREL,Consequence of Estimation

H3은 호텔 고객만족이 그 후의 호텔 계품질이 미치

는 향에 한 것으로서 고객만족은 신뢰(.29, t=3.21)와 

몰입(.37, t=4.27)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4는 호텔고객의 계품질의 구성개념인 신뢰

와 몰입간의 계에 한 것으로서 신뢰는 몰입에 핵심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3, t=5.41).

직 효과 분석에 이어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한 결

과로서 몇 가지 간  효과도 추정하 다. 첫째, 호텔고

객이 인지하는 호텔서비스 분배  공정성은 신뢰(.05, 

t=1.81)에는 약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몰

입(.27, t=3.91)에는 상당한 간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

로 보인다. 둘째, 호텔상품 서비스의 차  공정성은 신

뢰의 직 인 향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7, t=2.54), 그리고 몰

입에도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7, t=2.47). 

셋째, 호텔서비스의 상호작용공정성은 신뢰에 직

인 향력은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 인 효과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03, t=-.68), 몰입에도 

간 인 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6, 

t=1.70).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안모델은 만족스러운 자료 

합도를 보여 주었으며, 그리고 호텔고객이 인지하는 

호텔상품의 서비스 공정성은 고객만족과 신뢰, 몰입에 

주요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 9개  2개는 상

과 달리 채택 되지 않았다.

그리고 호텔상품의 차공정성과 신뢰 사이에 상하

던 정(+)의 계(H1a)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통계  

유의성의 결여는 호텔상품 특성상 호텔서비스 과정이 단

편 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서비스 차  공정성의 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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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호텔서비스 선행 연구의 실증  문

제 을 해결하기 해 호텔서비스 공정성과 련한 이론

 모델을 개발하고, 호텔상품 서비스 달 상황에서 고

객이 인지하는 호텔서비스 공정성이 고객만족과 일반

인 호텔상품의 계품질에 미치는 향 요인을 증명하고, 

한 호텔고객과 호텔기업 간의 상호 계 확 에 기여할 

수 있는 호텔 경 리  시사 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안모델은 만족스러운 자료

이며, 한편으로는 신뢰에 한 측정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다. 척도의 구성상 호텔 스토랑 서비스상품의 특징

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세 성이 결여되었을 수 있

어 본 연구 상황에서는 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차  공정성은 신뢰의 간 인 효과로

는 큰 것으로 나타나 체 으로 고객이 호텔서비스를 

만족하게 되면 그 호텔서비스 상품 상에 하여 신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텔이용고객이 차  공

정성을 인지하더라도 호텔서비스 기업에 한 신뢰에는 

직 인 향을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두번째, 호텔상품 서비스의 상호작용 공정성과 고객만

족 사이에 제안했던 정(+)의 계는 상했던 결과를 얻

지 못하 다. 이는 선행연구들과도 배치되는 결과로서 

이것 한 호텔 스토랑 상품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개 상황으로 볼 때, 호텔기업은 제한

된 서비스종업원으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

는데 범주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호텔이용고객

은 체로 제한된 호텔종업원의 서비스 과정 속에서 서

비스 상품 로세스를 거치게 되므로 호텔서비스 종업원

과의 상호작용을 인지하고 만족감으로 연결하는 데는 다

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고 단된다.

이상을 토 로 본 연구의 주요한 핵심  발견은 호텔

상품의 서비스 달 과정상에서 고객이 인지하는 호텔상

품의 서비스 핵심은 서비스공정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의 상을 형 인 특 호텔 뿐만 아니라 국 단

의 특 호텔 경우로 확 하여 용해 으로서 호

텔서비스 공정성에 한 연구의 체  일반화에 기여하

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연구들에서 검토해본 바와 같이 호텔서비스 기

업의 경 리측면에서 볼 때, 고객에게 공정한 서비스

의 달은 호텔이용 고객 리를 해 단히 요한 것

이다. 호텔기업의 성공 인 고객의 리는 호텔 스토

랑 서비스상품이 달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공정성의 인

지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호텔이용 고객

이 얼마나 공정한 우를 받았는가에 따라 호텔서비스 

기업에 한 만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 호텔서비

스의 물리  특성상 서비스품질 리의 어려움, 서비스 

상품 생산과정에서 상호  생산자로서의 고객의 역할, 

고객의 친 도  지속 인 고객 계 유지가 호텔기업의 

궁극 인 이윤과 호텔경 리에 미치는 향 등을 감안

할 때 호텔서비스 공정성이 차지하는 역은 더욱 그 

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반 인 선행연구를 기 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

를 포 으로 살펴보면, 첫째 호텔서비스 공정성에 

한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호텔서비스 실패를 회복하는 상

황에서의 서비스공정성과 서비스회복의 만족에 집 되

었다. 물론 호텔서비스 실패와 서비스회복 상황에서 고

객이 인지하는 서비스공정성에 한 연구 역시 호텔 경

 리 으로 주요한 핵심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호텔 

상품의 서비스 달상황에서의 호텔이용고객이 인지하

는 호텔서비스 공정성이 호텔 계마 에 미치는 향 

한 매우 엄 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둘째, 이 의 선

행연구들이 호텔서비스 과정상황의 가상  시나리오를 

이용한 측정척도에서 탈피하여 객 화된 측정척도를 개

발하여 다양한 호텔상품 서비스품질 형태에 용시켜 

상하는 결과를 발견하기 어렵고, 계량  타당성의 연구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에서 개발된 측정척도를 개량  일반화 시킨 평가방법

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 객 성을 확보하고, 측정척도

의 일반화 시도의 가능성을 높 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그간 호텔서비스 달과 련한 호텔이용고객의 서비스 

공정성의 인식은 호텔, 일반음식 , 커피 문 과 련된 

서비스품질 등에 실증분석의 범주가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호텔 계마 의 연구 확 로 인하여 서

비스 기업와 고객과의 지속 인 계형성에 한 심도

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특 호텔  고  식당 회원제 

형태의 서비스 업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

고, 고  종신고객 회원제 서비스에 한 연구들이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호텔 스토랑 상품 서비스품질 상황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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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서비스 공정성과 호텔 계 마 간의 계에 한 연

구로서 호텔서비스 공정성에 한 매우 주요함을 강조하

고, 그간 연구되어져 왔던 호텔서비스 과정 실패와 회복

에 해, 그보다 앞선 호텔서비스 공정성을 통한 호텔이

용 고객과의 지속 이고 연속 인 계 형성에 그 목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호텔상품 서비스 상황에 용 가

능한 호텔경  리  시사 은 첫째, 호텔서비스 기업

에게 호텔종업원의 서비스 공정성의 긴요한 필요성을 인

식시키고, 지속 인 고객 리의 확보와 이에 따른 연속

인 호텔서비스상품 구매로 연결시키는데 호텔 계마

의 요성에 한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

며, 둘째, 호텔상품 서비스품질 결과물에 한 만족감도 

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호텔상품 서비스의 달과정에

서 호텔이용고객과 서비스종업원간의 상호 작용 한 

호텔이용고객의 서비스품질에 해 인지하고 체 으

로 만족을 인식하는데 주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

이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 되었으므로, 이에 해 호텔경

 리자들에게 호텔서비스 공정성에 해 유익한 서비

스 상품정보를 달하여 보다 체계 인 종업원 장 서

비스교육, 효과 인 고객과의 계 리  더욱 발 된 

호텔 마  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본 연구는 호텔 이용고객이 인지하는 호텔상품 서비

스품질 공정성이 호텔 계마  변수에 미치는 향에 

해서 실증 으로 검토하 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호텔경  리  시사 을 제시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상을 특 호텔 고 스토랑 

서비스상황에 한정하 으나, 이 호텔서비스품질 형태가 

모든 호텔서비스를 표한다고 볼 수는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호텔서비스기업 체에 용하

기에는 경우에 따라 치 않을 수가 있다. 한 연구 

결과의 객 화, 일반화를 확보하기 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지역 인 편 된 표본추출과 매우 부족한 표본의 

수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이므로 도출된 결과를 국 

특 호텔 서비스산업 체로 객  일반화하기에는 매

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분석결과의 왜곡을 래

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고객만족과 

계품질간의 선형 계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 계마 을 구성하는 하 개념으로서 고

객만족과 계품질의 타당성에 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

했다고 볼 수 있다.

미래의 연구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

다. 첫째, 실증분석을 통하여 측정척도의 신뢰성과 타당

성을 확보하기 해 탐색요인분석, 입증요인분석,  항목-

체 상 계 분석을 이용하여 설명력이 부족한 항목을 

제거하는 등의 순화과정을 거친 후 측정척도의 일부만을 

사용하 으나, 앞으로 더욱 정교한 측정척도의 개발과 

측정척도의 일반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호텔 상품의 서비스 달상황에서 서

비스 공정성이 계마 에 미치는 주 효과(Main 

effect)에 한 연구에 한정되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이

들 세 변수의 공정성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에 해 고려한 연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마지막으로 호텔상품의 서비스가 로벌 시 에 

맞도록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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