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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대학들은 취업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취업분야와 관련한 실무지향적 학과들의 교육과
정 및 환경에 대한 논거는 취업이라는 가치관에 그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업인재 지향적 학숩 및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결과에서 지인한 것이다. 항공서비스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대학 항공
서비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교육환경이 자긍심 및 기업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물리적환경이 높을수록 자긍심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긍심은 기업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물리적 환경, 자긍심, 기업애호도 

Abstract  Recently, Universities's idea of employment are activity discussed. Especially, Sevice oriented 
departments' argument about the curriculum and the environment tests its accomplishment with value in 
employment.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done on the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 which has representation 
of employment. This study determines the condition and the position of the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s that 
it estimates the future service orientation in organizations placing education. It appeared that self-esteem 
affected Physical environment, and service effect quality as a company's loyalty. Accordingly, to improve 
self-esteem working staff in service should be improved. And other various measures  education sevice quality, 
self-esteem, and company's loyalty should be take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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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비스 산업의 비약  성장과 함께 서비스 환경에 

한 학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 조직에서

는 경쟁사와 차별할 수 있는 핵심역량으로 서비스 품질

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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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4], [25]. 서비스품질을 규명하고 향상시키기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서비스품질을 결정짓는 요소에 집

하면서 특히 서비스 주체인 서비스제공자에 심을 기울

이게 되었다. 이를 반 하듯 기업들은 여러방법과 기

을 정비하여 인사채용에 심 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

객과 면이 불가피한 서비스 기업들은 신규채용에 있어 

더욱 신 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기업  항공

사가 단연 그러하다. 이러한 실정에 맞추어 최근 취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학들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취업분야와 련한 실무지향  학과들의 교

육과정  환경에 한 논거는 취업이라는 가치 에 그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들은 앞다투어 취

업 련학과를 개설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배출

하기 해 최 의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인재 지향  학습  교육이 취업

으로 이어지는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항공서비스 련

학과는 표 인 이다. 특히 련학과의 개설증가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교과과정과 교육내용 등이 동소이

해지면서 학들은 물리  환경에 심을 기울여 차별화

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수한 학생 유치와 더

불어 공 련 취업 발  가능성을 극 화하려는 학교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육 공  실용  성향이 

강한 실무 심의 학과  항공서비스과를 상으로 

재 정비되어 있는 공 련 물리  환경 분석을 통해 

공에 한 자 심 나아가 향후 기업내 애호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항공

서비스 련 학교육의 물리  서비스 환경에 한 연

구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반 하여 기업들이 

공 련자들의 취업 독려에 다소나마 기틀을 제공하고

는데 목 을 두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물리적 환경

물리  환경은 서비스가 창출되고, 기업과고객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환경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서비스

의 수행 는 소비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재(tangible 

commodities)로 정의하고 그것의 구성요소로써 주변 요

인(ambient), 사회  요인(social factor), 디자인 요인

(desidn factor)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 다[18].

Bitner는 물리  환경을 기업  측면에서 일반 인 환

경과는 비되는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객 이고 인

 환경의 개념으로 서비스스 이 라고 하 고[20], 

서비스기업이 고객에게 구매의사결정 단서를 제공하는 

환경으로서 기업에 의해 설계, 통제가 가능한 물리  환

경이라고 정의하 다[6]. 서비스 환경을 서비스 분 기

(service atmosphere)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면서 시

각 , 청각 , 후각 , 각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

으며, 물리  서비스 환경에 한 연구들은 여러 분야에

서 그 요성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3]. 

물리  환경에 한 연구들은 주로 소매업에서 다

져 왔으나 항공사, 스토랑, 호텔, 백화  등 최근 다양

한 분야에 용되어 물리  환경이 고객의 감정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3]). 

이와 같은 많은 연구들에서 서비스스 이 는 분 기

(atmospheric), 환경  단서(environmental clues), 물리

 환경(physical surrounding), 물리  증거(physical 

evidence)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

어들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의 환경  요소들을 가리

키는 에서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된다[7]. 

물리  환경과 련한 연구로는 스토랑과 백화 의 

물리  환경을 공간의 근성, 미 인 매력성, 시설물의 

청결서으, 편의성으로 구분하 고[13], 외식기업의 물리

 환경을 편의성, 환경성, 쾌 성, 매력성 등 네 가지 요

인으로 구성하 다[14].

특히 기업에서는 종업원 훈련과 교육에 Role Play 형

식이 도입되면서 물리  환경의 요성이 두되었다[1]. 

이러한 내용을 반 하여 취업 심 교육이 이루어지는 서

비스 련학과들의 교과과정도 실무 심으로 개편되며 

이에 부합한 교욱서비스환경을 조성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련하여 련 연구에서 항공서비스 

련학과의 교과과정을 실제 항공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 항공객실승무원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할 

경우, 향후 취업의 기회는 확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8].  

2.2 자긍심

본 연구는 노인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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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행능력과 수면을 평가하고 노인 우울증상에 따른 

비교 험도를 악하여 우울을 가진 노인들에게 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 자료로 사용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자 심이란 개인의 행동양식, 성취

동기, 목표에 한 계획  달성, 자아실 , 사회  응 

행동에 향을 미치는 태도로써 개인의 사회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으로 결국 자 심은 자기자신을 요

시하며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내릴 수 있

다. Marsh는 연구에서 자 심은 자기자신에 한 부정

이거나 정 인 평가로서 스스로를 가치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수 이라고 하 고 높은 자 심을 가지고 있는사

람은 자신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

는다[26].

자 심은 정서 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한 만족수 에 향을 미치며, 자 심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스로 더 좋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고[16], 자 심은 자신의 가치에 

한 느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 다[17].   

부분의 연구에서 자 심은 자기 자신을 요시하며,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다. 결국 자 심

이란 개인의 행동양식, 성취동기, 목표에 한 계획  달

성, 자아실 , 사회  응행동에 향을 미치는 태도로

써 개인의 사회  행동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자 심에 한 최근 연구에서는 하  변수들을 

구체 으로 밝히고 그 향력을 입증함으로써 이들 변수

들을 변화시켜 궁극 으로는 자 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29]. 서

비스분야에서 자 심과 교육에 한 연구로는 호텔기업

의 조직 인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분야에 투입되기 

한 교육훈련구성요인을 선정하여 이를 고객지향성 연구

에 활용하 다[10]. 이 연구는 호텔종업원을 상으로 호

텔기업의 교육훈련 구성요인과 조직기반 자 심과의 인

과 계를 밝히는 연구로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한 효율

성 지각은 종업원의 업무수행능력에 한 믿음감과 조직

의 일원이라는 자 심을 높여주는데 정 인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제시하 다. 한 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자

심 간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9]. 항공사와 련한 

이은용의 연구에서는 항공사 승무원 교육훈련과 자 심

의 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항공사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이 자 심에 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도

출하 다[11]. 항공사 객실승무원은 고객과 직 으로 

이루어지는 면 면 서비스를 지향하는 일선 장에서의 

활동이 주가되는 특수분야라는 을 감안해 볼 때 자

심은 업무성과에 있어 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자 심

을 서비스를 공하는 학생들에게 고취시킬 수 있는 

학의 일환이 양질의 물리  환경 제공일 것이다.

2.3 기업애호도

애호도의 개념은 랜드 에서 연구가 다수 진행

되었다. 래드의 에서 집착하고 타 랜드에 비해 

애용하는 정도가 많은 구매성향으로 정의내린바 있다

[22]. 즉 고객이 특정 랜드에 몰입하여 그 랜드를 자

주 구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애호도를 특정기업에 

해 고객이 가지는 애착의 정도라고 하고[16], 애호도를 

행동  애호도와 태도  애호도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

[21]. 행동론  애호도는 기업의 반복  이용형태로, 태도

 애호도는 랜드와 련된 어떤 독특한 가치에 한 

몰입의 정도로 정의하 다 이를 확장하여 애호도는 모든 

분야에 일반 으로 행동론  근법과 태도론  근법

으로 나 어 측정됨을 제시하 다[12].  심리학분야에서

는 행동론  에서 애호도를 정의하고 있다. 애호도

가 인지 , 감성 , 의도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태도  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27]. 인지  요소

가 제품 는 기업의 정보에 기 한다면 감성  요소는 

기업에 한 애착과 느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지  충

성도보다 더 강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애

호도를 기업 랜드에 한 인지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

업에 한 선호의 개념으로 기업에 해 갖는 애착의 정

도이며 지속 으로 심을 기울이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실증연구 

3.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노인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 일상 

본 연구에서는 학에서 항공서비스 련학 공자를 

상으로 해당교육을 한 물리 환경이 자 심과 기업애

호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선행연구를 근거로  



물리적환경이 자긍심과 기업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비스관련 대학교육환경을 중심으로-

290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Dec; 11(12): 287-294

연구모형을 설정하 으며 그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물리 환경은 자 심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청결성은 자 심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심미성은 자 심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쾌 성은 자 심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편의성은 자 심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근성은 자 심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 심은 기업애호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학에서 항공서비스 련 공 

상자를 선정하 다. 이는 취업과 연계성이 강한 공으

로 학생들에게 취업 독려  동기부여가 확실한 환경에 

노출시 교육성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실무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취지에서 합한 공이라 

사료되어 선정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수행하기 해 이론  연구와 설문

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 다. 설문지는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동일한 조사 상에게 총 300

부의 설문을 실시하 다. 그  279부를 회수하 고 일

성이 없거나 무응답 문항 는 문제가 있다고 단된 21

부를 제외한 257부를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증분석

에 활용하 다.

3.2 연구에 사용된 도구

본 연구의 물리 환경이 자 심에 미치는 향과 자

심이 기업애호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설문지를 

한 측정변수의 항목은 이론  배경을 통해 추출된 연

구변수들을 활용하여 물리 환경 20문항(5변수), 자 심 

요인 6문항(1변수), 기업애호도 요인 4문항(1변수), 3문항

의 인구통계  문항 등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응답의 편리를 해 각 질문의 내용은 응

답자가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가  

문장의 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 다. 척도는 설문

문항의 특성에 따라 명목척도와 리커르트 5  척도를 활

용하 다.

설문지 항목에 포함된 물리  환경에 한 문항들은 

정화 차  단일차원성 확보 차를 통해 제거되지 않은 

항목들에 하여 신뢰성 검토를 실시하 고,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Cronbach의 내 합치도계수값을 

이용한 내 일 성 방법을 사용하 다.

항공서비스과 물리  환경에 한 측정변수의 신뢰도 

계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coefficients of the variables 
that measured physical evidence

The measured variable
Number 

of questions

The order 

of questions

Cronba

ch's α

physical 

environ-

ment

neat

ness
4

No. 1 

No. 3

No. 4

No. 7

.9012

esthetic

appreciation
3

No. 2 

No. 5 

No. 8

pleasantness 3

No. 9

No. 11 

No. 12

convenience 4

No. 9

No. 11 

No. 12

No. 13

access 4

No. 14

No. 15 

No. 16

No. 17

3.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 을 수행하기 해 수립된 자료 분석방

법은 설문지를 데이터코딩 후 SPSS WIN 20.0을　사용하

으며,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

과 백분율을 구하 고,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검증 등 체 인 인과 계를 분석하기 하여 피어

슨(pearson) 상 계(correlation analysis)와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상 계분석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

수와 어느 정도 한 련성을 가지고 변화하는지를 

검증하기 해 사용되며, 변수들 간의 련성 정도는 특

정 변수의 분산 에서 다른 변수가 같이 변화하는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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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d dev. 1 2 3 4 5 6 7

1. neat ness 3.98 0.659 - 061.** .634** .542** .251** .351.** .180**

2.esthetic appreciation 3.68 0.551 - - .587** .215** .420** .394.** .458**

3. pleasantness 3.72 0.598 - - - .568** .282** .674.** .256**

4. convenience 3.96 0.659 - - - - .393** .607** .156**

5.access 3.84 0.982 - - - - - .028** .216**

6. Self-Esteem, 4.35 0.712 - - - - - - .061**

7. Company's Loyalty 4.3 0.027 - - - - - - -

주)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Table 2>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Variables
Model One(Self-Esteem)

B t-value P-value

Physical evidence 

neat ness 0.460 2.643 .0.001

esthetic appreciation 0.153 3.146 0.027

pleasantness 0.265 .3.254 0.001

convenience 0.421 3.429 0.002

access 0.353 2.223 0.032

Adjust 
2

0.526

<Table 3> The Multiple-Regression analysis for the Physical evidence on Self-Esteem

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가설 검증의 선행조

건을 만족하기 해 독립변수들 간 다 공선성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간의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 고 변수간 

향력 계를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기 으로 유의

수  0.05를 용하 다. 최종 으로 향 계를 확인하

기 하여 다 회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실증분석 결과 

4.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조사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30명, 여성 

227명으로 나타나 매우 편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22-23세, 20-21세가 각 90명,  84명으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0세 미만이 52명, 24세 이

상 31명순으로 나타났다. 재학 학년 조사에서는 문 학

의 졸업 상자의 응답률(32.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 Conclusion Analysis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우선 피어슨

(Pearson)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상 계분석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고 한 련성을 

가지고 변화하는지를 검증하기 해 사용되며, 변수들 간

의 련성 정도는 특정변수의 분산 에서 다른 변수가 

같이 변화하는 분산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좌우된다. 

체변수들 간의 상 계 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물리 환경은 자 심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하여 자 심을 종속변수로 하

고 물리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하

다. 다 회귀분석을 이용할 경우 기본 으로 독립변수간

의 다 공선성이 없어야 한다는 가정을 만족시켜야 하는

데, 이러한 다 공선성은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 VIF

값을 통해 악할 수 있다. 공차한계는 1.0에 가까울수록 

다 공선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VIF값은 10.0보다 으면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악한다. 본 연구가설 검증을 한 

선행 조건의 결과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는 

R<0.7이고, 결정계수를 넣어 계산한 결과, VIF값이 5이

하로 독립변수 사이의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산분석 결과 F값이 

49.255(p<.05)로 나타났고, 회귀계수에 한 t검증 결과 

부분 으로 향을 미쳤다. 한 R2값은 .526로 이 회귀

식은 자 심의 총분산 가운데 5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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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One(Company's Loyalty)

B t-value P-value

Self-Esteem

상수 1..258 9.381 0.000

Self-Esteem .726 12.546 0.000

Adjust 2 0.629

<Table 4> The Simple-Regression analysis for the Self-Esteem on Company's Loyalty 

유의하게 나타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가설 1은 채택

되었다.

자 심이 기업애호도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 2의 

분석은 다 공선성 문제는 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회귀분석 결과 자 심은 기업애호도에 매우 유의한 정

(+)의 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 심이 높을 수록 기업애호도

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직내 구성원의 자

심 고취가 조직몰입과 충성도에 향을 미쳐 궁극 으

로는 기업애호도를 높이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는 기업

에 있어서도 조직내 구성원들에게 직, 간 인 보상과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자 심을 고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교육 공  실용  성향이 강한 실무 

심의 학과  항공서비스과를 상으로 재 정비되어 

있는 공 련 물리  환경 분석을 통해 공에 한 자

심 나아가 향후 기업 애호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한 연구이다. 

자료는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

석, 신뢰도 분석  상 계분석, 다 회귀분석,과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교육과정  학생들이 처해있는 물리  환경요소들은 

모두 자 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

심은 기업애호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기존연구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물리  환경은 자 심에 매우 큰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미 서비스산업에서 물

리  환경은 기업을 가시 으로 나타내는 형상이기 때문

에 고객의 최 인상과 기 를 형성하는데 매우 요하다

(ZEIthml et al., 2006)는 것은 검증된 바 있으며 이제는 

실무 심 교육에 을 둔 학교육과정에서도 요요

인으로 부각되었음을 시사해 다. 특히 취업과 직결되는 

실용  공들은 이러한 결과를 기 로 향후 시설 확

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 심이 기업애호도에 정의 향을 나타낸 결

과를 통해 기업애호도를 높이기 한 방안으로 자 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

심을 높인다는 것은 기업애호도를 높여 결국 기업의 수

익을 높여  것이다. 따라서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경제

 보상뿐 아니라 비경제  보상 등을 통해 자 심을 높

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서비스기업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노출

되는 실무 심의 학교육과정  물리  환경 향상이 

학생들의 자 심을 높이는 데 요한 요소라는 것을 제

시해 다. 이는 기존의 기업내 자 심에 한 연구 결과

와도 일치되는 것으로 학에서 학생들의 입학유치  

학습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물리  환경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교육기 에서는 이러한 결과

를 토 로 좀 더 질 인 교육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기획

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물리  환경이 자 심

을 향상시키고 이는 차후 기업애호도를 향상시킨다는 결

과를 통해 양질의 교육  환경이 자 심을 고취시키고 

결국 기업 충성도를 가져와 기업 성과를 높이는 데 일조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것으로 단된다. 이

는 본 연구 상인 학 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요한 부

분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기업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자 심 고취를 통한 기

업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 자원 리에 심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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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을 시사해 다. 

5.2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항공서비스 공 학생을 상으로 물리

 환경이 자 심과 기업애호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해 검증하고자 하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

  그에 따른 후속 연구에 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과 연결된 공 심을 용하고자 항공서비

스과를 상으로 향 계를 규명하 으나 기타 공에 

용하지 못한 제한 이 있으며 향후 연구를 통해 다양

한 분야를 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

구의 일반화에도 도움을  것이다. 

둘째, 조사방법에 횡단  연구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변수들 간의 인과 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

계가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단  연구방법이 

행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 심에 향을 미치는 요인 

 물리  환경에 을 두어 기타 다른 요인을 다루지 

못하 다. 차후 모든 학과정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하

여 궁극 으로 더욱 합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 변수간 향력 계를 알아보는 방법론

인 측면에서 변수 검증 뿐 아니라 교육실시부터 기업애

호도에 이르는  과정에 한 모형의 합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론 용을 통해 측정해 보는 것도 후속연구

로서 기 된다.

마지막으로 자 심  서비스지향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는 노력으로 종속변수에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

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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