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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들어 우리사회는소득이 늘어나기시작하면서 여
러 산업들이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소득이 증가하면서 개

개인의 욕구가 다양화 된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상을 보인다.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많은 직종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고객을 중시
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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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had the impact on 
job attitude and turnover intention. To perform this study, total 420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regular hotel employees from October 16th to November 26th in 2017. Unworkable data were excluded, 
and final 344 usable responses were obtained for an empir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measured by using 
SPSS 18.0, respectively. For the study structur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primarily concentrated 
on the boss/staff/colleague/customer stress. Job attitude was divided into organization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ransfer intention was a single fa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hown as follows: 
Hypothesis 1, boss/customer stress have a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 commitment and boss/colleague/ 
customer stress have a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Hypothesis 2, boss/customer stress have a 
positive effect on transfer intention. Hypothesis 3, tissue commitment have a negative effect on transfer 
intention. This results of this study have shown that stress management of employee is a source of 
management result in hotel business. This study have given to the hotel's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internal marketing for the practical implication and academ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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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속한 종사원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감정보다 고객의

감정을존중하는감정근로자가증가하고있다(Chosun 2018).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수많은 경쟁기업이 생겨났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기업들은
기존과는 다른서비스를통해 타 기업과 경쟁에서 비교우위

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영전략의 관점은 통
제할 수 없는외부환경변화보다는 내부자원 가운데 인적자

원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기업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서비스 접점
(service encounter)에서 근무하는 종사원을 감정노동자로 규
정하고 감정표현의 규범을 표준화 및강화하여기업의 경쟁

력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Yoo, 2016).     
서비스 종사원의 주어진 직무를 감정노동이라고한다. 감

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팔과 다리 등의 몸을 움직임으
로 일하는 육체노동, 두뇌를 이용하는 정신노동과는 다른
노동자가 스스로 감정으로 조절․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종사원은 조직의 요구에 의해 감
정노동의 강도가 높으므로 고객과 접점에서 육체적 피로뿐

만 아니라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시달라고 있다(Baek, 2014). 
특히 3차산업서비스직무의성격상대인관계스트레스(in-

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에 대
한 엄격한 기준이 감정근로 규범에 의해 서비스 직무의 통

제를 받으며, 직무활동에 대한 행동이나 업무수행에서도 통
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감정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사내 교육과

고객서비스접점에서고객을대면하는서비스상품으로고객

들의호감을제공한다. 이처럼근로자자신의감정을표현하
고, 관리하는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이러한중요성을감안
하여최근서비스기업종사원의직무에대한만족이나조직몰

입, 이직의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감정노동은 감정(emotion)보다도 행동(action)을 나타내며, 

서비스기업에서요구하는감정표현이서비스근로자의내부

느낌(felling)과 일치하는지 않는지에 관계없이 표현규칙(dis-
play rules)의 준수가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을 구성한다
(Ashforth & Humphrey, 1993). 이에 따라 감정 노동자는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업무수행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구성원 간 또는 고객과 상호작용에 있어 여러 형

태의 갈등과 오해 등의 부정적인 관계를 초래한다. 대인관
계 스트레스는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

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 특히 두 사람 사이의 일대일적
인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와는

구별된다. 즉, 대인관계의 행동적인 측면을통해 대인행동을
타인과 의식적이고 윤리적이거나 상징적인 것과 관련된 행

동에도 영향을 미친다(Han, 1986). 이러한 종사원의 대인관
계에 따른 스트레스는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하락, 이직 현

상 등 호텔기업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

다(Kim, 2016). 이러한 문제를 해석해 보면 조직 구성원의
대인관계의 질이 종사원 및 조직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Schluer, 1980). 그 동안의 연구는
직무에 있어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가 직무 스트
레스, 심리적 좌절감 갈등 등의 원인이며 정신적 고갈의 중
요한 원천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다(Gaines & Jermier, 1983; Seo, 
1997). 기존의 연구에서도 직무상황에 있어 스트레스를 종
사원과 조직의 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서
비스산업의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감정 노동자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중요

성을 감안한다면 조직내 대인관계 스트레스연구는 꾸준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직무에 있어서 대인 관계
스트레스는 심리적 좌절감, 직무태도 저하, 이직의도 유발, 
신체적 질병 초래 등 개인 및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3차

산업 서비스기업 중 호텔업의 감정 노동자들이 직무를수행

하면서 느끼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직무태도의 효용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호텔업의 경영환경은 파견 노동자 및 계약직 제도의 확대, 
아웃소싱 증가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부서 및 대인간의

스트레스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감정 노
동자의 직무수행 상 느끼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식․음료 종사원들의 정신적 피

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
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태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서비스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에서 배제할 수 없는 직무와 관련된

대인관계(상사, 부하, 동료, 고객)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대
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태도(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호텔업의 인적자원관리와 내부마

케팅 전략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대인관계 스트레스

삶 속에서 스트레스는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대

인관계만으로직무를수행해야하는서비스종사자는다양한

경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Bae, 2016). 대인관계
(interpersonal relation)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소수, 특히 두 사람 사이의 일
대일적인관계에 보다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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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구별된다(Han, 1986). 이러한 관점에서 스트레스란 어
떤 상황이나 사건이 주는 과다한 심리적, 신체적 요구(압력)
에 대한 적응양식이다. 또한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업무수행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정이다(Hong, 2013). 즉, 같은 크기의 압력이라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B라는 사람
은 거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Ivancevich & 
Matteson, 1980). 인간은 관계적 존재의 개인으로서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 조직생활의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대부분

의 대인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Hwang, 2014). 
동료와의 경우는 자신과 동료들 간의 불충분한 지원이나

협력 및 경쟁에 의해 발생되는 갈등이 심할 때 강한 스트레

스를 받는다. 또한 부하와의 관계 경우는 부하들이 리더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관리자의 선호와 부하의 선호가 상
반될 때, 부하가 불안정한 성과정보를 전할 때 스트레스를
유발함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조직 내에서 대인관계의 불신
은 높은 역할 모호성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사람들 사이에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초래하며, 낮은 직무만족과 직무에 있
어 우려되는 느낌을 받는다(Caplan,1991).

Hackman과 Oldham(1976)은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요소로
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Cooper와 Marshall 
(1976) 그리고 French와 Caplan(1991)은 조직 내에서의 대인
관계의 불신은 낮은 직무 만족을 유발시킨다고 하였다. 그
리고 Weiss, Dawis, England와 Lofquist(1967)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직장 내 대인관계에 대한

문항을 내포하고 있으며, Gaines와 Jermier(1983)도 대인관계
의 부정적인 경험은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정

적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라고하였다. Spector, Dwyer
와 Jex(1988)도 직무수행 시 대인 간의 갈등은 직무불만족과
유의한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하였다. 특히 이직의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이 결근을 하거나 조직

을 떠나는 원인은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경제적 기대들 중 어느 하나 혹은 그 이상이 기대에 미흡할

때 많이 발생된다. Gupta와 Beehr(1979)는 직무스트레스와
결근 및 이직의 관계에있어서 직무스트레스가대부분의 종

사원들에게 유해하다고 하였다. 이는 좋지 않은 직무환경을
유발하므로 종사원은 유해한 조직에서 지각, 결근 및 이직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회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능동적인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Kim과 Ha(2013)의 연구에서 대인관
계 스트레스 요인 중 동료관계, 상사관계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직무태도

조직 행동론적 관점에서 직무와 관련된 태도들은 조직의

구성원이 주어진 근무환경의 여러 측면에 걸친지니고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의 전체라 할 수 있다(Robbins 
& Judge, 2007).
직무태도의 구성요인으로는 직무만족과조직몰입으로구

성한 연구(Lee & Bang, 2015; Min & Kim, 2013; Seo & Yeo, 
2016), 직무만족, 직무몰입, 이직의도로 구성된 연구(Choe & 
Kwon, 2008;  Lee & Chae, 2008; Park & Han, 2012), 직무만
족, 이직의도로 구성된 연구(Kwon, 2012) 등이 보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태도를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2.2.1.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감정․인지적․평가적 측면을 가지는 개념

으로 정서적 태도라는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Yoo, 2016). 
Locke(1976)는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이 담당하는 직무가
그의 직무가치를 어느정도 충족시켜 주는가에 따라 결정된

다고정의하였다. 즉,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직무
경험에 대해 인지적 판단을 한 후에 느끼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Luthans(1981)는 직무만족을 욕구충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무요인들에 대해 종사원이 만족하고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Pinder(1984)는 직무의 특성이 직무담당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이며, 욕구는 행동을 유발시키고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정의하였다. Son(2005)은 조직의 구성
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로 그들이 성

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자신의 직무를 통해 얼마나 이루어

냈고또 이룰수 있는가에 대한 느낌, 인식 그리고기대되는
행동 등의 산물이라 하였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은 종사

원을 매개로 고객에게전달되므로 종사원 개인이 직무에 만

족하게 되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므

로 고객만족이 창출된다(Jeon, 2104). 따라서 직무만족은 조
직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직의도의 선행변수로 직무만

족이 조직몰입에 선행한다는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Price, 1977; Steers & Mowday, 1981), Chen, Lee & Lee (2005)
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이직의

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2.2.2. 조직몰입

조직몰입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Kanter(1968)
는 조직에 대해 정력과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사회적 행동

파들의 의사라고 하였고, Buchann(1974)은 조직의 목표 및
가치관, 조직의 목표 및 가치관과 관련된 조직의 역할, 그리
고 조직 그 자체에 대한 열렬한 정서적인 애착으로 정의하

였다. Wiener(1982)는조직 목적및 조직의 성과달성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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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행동을 취하려는 조직구성원의 내재화된 규범 압력으

로 보았다. 이렇듯 조직몰입은 행동과학이론으로 사회학, 심
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개념으로정의되어 왔

다. 이러한 정의를 해석해 보면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정도로(Jo, Han & Lee, 2016) 이는 조직관
리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Ahn & Lee, 2015).
Kim(2008)은 개인의 조직몰입 정도는 조직 전체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반응을 나타내므로 이직률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직무만족보다 이직의 예측 변인으로서 더욱 유용하

다고 하였다. 또한, Chen, Lee와 Lee(2005)는 조직몰입이 직
무만족보다 이직의도에 보다 유력한 변수라는 것을 검증하

였다. Blau(1989)의 연구에서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유의
한 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2.3. 이직의도 

이직(trunover)은광의적의미에서조직으로들어가고나가
는조직구성원의이동이며, 협의적의미로는재직(job tenure)
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현재의 담당업무를 그만두고 다른

직무나 조직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구성원의 이직은
자신 스스로나 고용주에 의해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고

용의종료(termination)를의미한다(George & Boudreau, 1994).
Steel & Ovalle(1984)는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가 다

른 변인들보다이직의 행동을 잘예측한다고 하였으며, Flei-
shcher(1985)는 이직의도가 있으면 현재의 직업과 비교하여
다른 직업을 찾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직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직의도란 조직유효성을 측정하
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자발적으로
이탈하려는 행동이나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이직의도는 이
직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결과변수인 이직을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Kim & Kim, 2014).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

태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모형

은 Fig. 1과 같이 도출하였다. 호텔 종사원이 지각하고 있는

Interpersonnal 
relationship 

stress

Job 
attitude

Turnover 
intention

Fig. 1. Research model.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상사관계/동료관계/부하관계/고객관
계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직무태도(조직몰입, 직무만족)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직무태도에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상사관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동료관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부하관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고객관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상사관계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6: 동료관계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7: 부하관계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8: 고객관계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상사관계 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동료관계 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부하관계 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고객관계 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직무태도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직무만족은이직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3-2: 조직몰입은이직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3.2.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측정도

구를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편의추
출방법 중 판단추출방법을 이용하여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경주지역의 호텔 식․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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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방
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거나 호텔의 각 협력자에게 본 설문

조사의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우편을 통해 발송하였다. 설문
조사에 따른 설문지 회수는 연구자가직접 방문하여 회수하

거나 협력자로부터 우편등기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
지는 총 420부 배포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설문을 제외하
고 총 344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데이터는 SPSS 20.0을이
용하여 데이터 클리닝, 코딩,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거쳐 회귀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3.1. 대인관계 스트레스 

본연구에서대인관계스트레스란목표, 이해, 가치, 사고등
에 있어 비 양립성을 지각하는 상호 종속적인 당사자들 간

의 상호작용으로 호텔 종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사, 
부하, 동료, 고객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대인관계 스트레스라
정의한다. 본연구에서측정하고자하는것은대인관계스트
레스의 요인들인데, Cooper, Sherrill과 Marshall(1986), Ivan-
cevich, Matteson과 Preston(1982)의 설문문항을 수정․보완
을 거쳐 15개의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2. 직무태도

본 연구에서 직무태도란 자신의 직무와 직무활동 경험에

대한 평가로 조직 구성원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복

합적인 태도라 정의한다. Mowday, Porter와 Steers(1982)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을 거쳐 14개의 문항을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3.3.3. 이직의도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란 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을 포기하고, 다른 조직으로 떠나려는 의도 즉 실제행동으
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장차 행동으로 나타날수 있는 경
향성이라고 정의한다. Mobley(1982)와 Hom과 Griffeth(1995)
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을 거쳐 6개의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빈도분석을 통한 표본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응
답자 334명 중 남자는 186명(55.7%), 여자는 148명(44.3%)으
로남자의비율이 10% 정도높으며, 미혼자가 201명(60.2%)으
로반수이상차지하고있다. 연령을보면 20대가 160명(47.9%)
으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고, 30대가 109명(32.6%), 40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34)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186 55.7

Female 148 44.3

Marital
status

Married 133 39.8

Single 201 60.2

Age

20～29 160 47.9

30～39 109 32.6

40 years<  65 19.5

Education
level

College 180 53.9

University 154 46.1

Employment 
status

Full time 210 62.9

Temporary 124 37.1

Years of 
services

Less than 1 year  49 14.7

Less than 3 years 155 46.4

Less than 5 years  40 12.0

Less than 7 years  31  9.3

Less than 10 years  17  5.1

10 years or more  42 12.6

이상은 65명(19.5%) 정도였다. 학력의 경우에는 전문대졸
이 147명(44.0%)과 대졸은 132명(39.5%)이 가장 많으며, 고
용형태는 정규직이 210명(62.9%), 비정규직이 124명(37.1%)
이었다. 

4.2.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측정도구를타당성검사를위해탐색적요인분석과 Cron-
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
인분석은 주성분 요인추출과 베리맥스 회전방식으로 고유

값 1 이상, 요인적재값 0.5 이상을적용하였다. 대인관계스
트레스는총 15문항중고객과관계스트레스를나타내는문
항1(I sometimes have quarrels with customers due to conflicting 
opinions.)이 판별타당성의 문제, 문항2(I think that sometimes 
customers ignore me. )는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
거하고 최종적으로 13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상사/부하/동료/고객관계 스트레스로 도출되었
다. 직무태도는 총 14문항은 측정도구에 맞게 조직몰입, 직
무만족으로 추출되었다. 이직의도는 총 6문항으로 단일요인
으로 추출되었다. 각 요인별 적재값이 0.5 이상, Cronbach’s 
Alpha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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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items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ences
(%)

Cronbach'
s α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factors 

KMO=.920

Bartlett's 
sphericity test  

(p=.000)

df=153

Total variances
(68.977%)

Boss 

3. My boss does not pay attention to what I say. .838

3.760 20.889 .908

2. I think that my boss often assigns unfair work orders. .815
1. I think that my boss does not respect my ability. .800
4. My boss does not evaluate my work fairly. .797
5. I think that support of my boss is insufficient for perfor-

ming my work. 
.768

Staff

1. My staff sometimes infringe my right. .815

3.383 18.793 .896

2. My staff sometimes does not execute my instructions. .796
3. My staff often behave conflictingly to my idea. .761
4. I feel uneasy of the work performed by my staff. .700
5. I think that my staff often avoid work due to lack assu-

rance.
.666

Colleague

3. I cannot trust my colleagues. .767

3.289 18.270 .858

1. I think that my target and my colleagues’ target is not well 
harmonized.

.745

2. I think that my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is not sharing 
thoughts, emotions and expectations.

.743

4. I cannot expect my colleagues’ support on me. .706
5. I make trouble with colleagues due to work problems 

frequently. 
.704

Customer

4. I sometimes hear dissatisfaction of customers due to irrele-
vant thing to me.

.823

1.985 11.026 .6995. I often think that I could not provide satisfactory service 
to customers. 

.807

3. I give priority to customers’ emotion than my emotion. .624

Job attitude
factors

KMO=.897

Bartlett's 
sphericity test

(p=.000)

df=97

Total variances
(59.163%)

Organi-
zation

commit-
ment

1. I have strong attachment to our hotel. .813

4.298 30.699 .893

5. I will choose my current job, if I could choose job again. .809
4. I boast of working in this hotel to surrounding people. .794
2. I feel our hotel’s problem as my own problem. .765
6. I make best effort for success of our hotel. .721
7. I worry about the future of our hotel a lot. .655
3. I conduct the work other than my scope by myself. .605

Job
satisfaction

4. I put my passion into work while performing work. .799

3.985 28.464 .865

6. I have responsibility on my task. .776
5. My work is important inside my organization. .726
7. I am doing really valuable work. .708
2. My work helps to develop my capability. .686
3. I feel joy and worth in performing current work. .641
1. I never think my work as troublesome. .566

Turnover intention

KMO=.890
Bartlett's sphericity test

(p=.000)
df=15

6. I often think of quitting this hotel. .838

3.728 62.134 .877

5. I want to work in other occupation not the current occupation. .828
3. In the morning, sometimes I feel like don’t want to go to work. .787
2. The reason why I work in this job is because I have no 

other alternative. 
.763

1. I try to investigate the information, once I hear about oppor-
tunity of employment from other company in same industry. 

.760

4. I am preparing to change my current occupation.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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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 검증

각 구성개념별 변수들간의관련성을파악하기위해 상관

관계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독립 변수
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동료관계 스트레스와부하관계 스

트레스 간의 상관계수가 0.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독립변수의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회귀분
석 시 추정계수의 오류를 가져오는 다중공선성(collinearity)
문제를 야기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4.3.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독립변수

Table 3. Correlation matrix

Variables 1 2 3 4 5 6 7

Boss 1

Colleague .487** 1

Staff .560** .631** 1

Customer .364** .348** .405** 1

Organization commitment -.386** -.315** -.293** -.398** 1

Job satisfaction -.356** -.353** -.288** -.296** .588** 1

Turnover intention .526** .390** .450** .543** -.608** -.418** 1

** p<.01

Table 4. Regression result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and job attitud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value

B S.E. Beta

Organization
commitment

(Constant) 4.702 .153 30.643 .000

Boss -.209 .051 -.244 -4.055*** .000

Colleague -.127 .068 -.119 -1.863 .063

Staff .031 .065 .033   .479 .632

Customer -.254 .049 -.281 -5.214*** .000

R2=.234, adj R2=.225, F=25.163, p=.000, Dubin-Watson=1.614

Job satisfaction

(Constant) 4.637 .147 31.510 .000

Boss -.168 .049 -.211 -3.401** .001

Colleague .213 .065 -.214 -3.261** .001

Staff .025 .062 .029   .412 .681

Customer -.132 .047 -.156 -2.820** .005

R2=.189,  adj R2=.179, F=19.160, p=.000, Dubin-Watson=1.611

** p<.01, *** p<.001.

로 직무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검증결

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중 고객
관계 스트레스(β=-.281, p<.001), 상사관계 스트레스(β= 
-.244, p<.001)순으로 직무태도의 하위요인인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5.163, 
p=.000). 
직무태도의 다른 하위요인인 직무만족에 대인관계 스트

레스 중 동료관계 스트레스(β=-.214, p<.01), 상사관계 스
트레스(β=-.211, p<.01), 고객관계 스트레스(β=-.156, p< 
.01) 순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9.160, p=.000). Dubin-Watson 값이 1.614와 1.611로 자
기상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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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를검증하기위해대인관계스트레스를독립변수로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검증결과

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중 고객관
계 스트레스(β=.375, p<.001), 상사관계 스트레스(β=.315, 
p<.001)순으로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F=61.872, p=.000). Dubin-Watson 값은 1.718
로 자기상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직무태도를 독립변수로 이직의
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검증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직무태도 중 조직몰입(β=-.553, p< 
.001)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99.377, p=.000). Dubin-Watson 값은 1.624로 자
기상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인 종사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Table 5. RegressIon result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value

B S.E. Beta

Turnover
intention

(Constant) .848 .143 5.948 .000

Boss .289 .048 .315 6.054*** .000

Colleague .056 .063 .049  .886 .376

Staff .093 .060 .091 1.542 .124

Customer .365 .045 .375 8.057*** .000

R2=.429,  adj R2=.422, F=61.872, p=.000, Dubin-Watson=1.718

*** p<.001.

Table 6. Regression result between job attitude and turnover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value

B S.E. Beta

Turnover
intention

(Constant)  5.234 .187 27.996 .000

Organization commitment -.595 .058 -.553 -10.304*** .000

Job satisfaction -.107 .062 -.093 1.724 .086

R2=.375,  adj R2=.371, F=99.377, p=.000, Dubin-Watson=1.624

*** p<.001.

직무태도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호텔업 식․음료 종사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
하고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관리방안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스트레스중고객관계스트레스(β=-.281, 

p<.001), 상사관계 스트레스(β=-.244, p<.001)순으로 직무
태도의 하위요인인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중 동료관계 스트
레스(β=-.214, p<.01), 상사관계스트레스(β=-.211, p<.01), 
고객관계 스트레스(β=-.156, p<.01) 순으로 직무만족에 유
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구의 가설 1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직무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는 부분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Gaines와 Jermier(1983), Spec-
tor, Dwyer와 Jex(1988)의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어 대인관
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재 증명하였다.
둘째, 대인관계 스트레스 중 고객관계 스트레스(β=.375, 

p<.001), 상사관계 스트레스(β=.315, p<.001)순으로 이직의
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구의 가설 2 “대
인관계 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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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
가 이직의도와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Spector, 
Dwyer와 Jex(1988)의 연구를 지지한다. 
셋째, 직무태도 중 조직몰입(β=-.553, P<.001)이 이직의

도에유의한부(-)의영향을미치고있어연구의가설 2 “대
인관계스트레스는이직의도에유의한영향을줄것이다.”는
부분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en, Lee와 Lee (2005)
과 Kim(2008), Blau(198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조직
몰입은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변수수이며 종사원의 조직

몰입은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그 유용성을 재 증명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는 상사관계와 고객관계 스트레스는 조직몰입과 직

무만족,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다. 즉, 대
인관계 스트레스 중 상사와 관계, 고객과 관계 스트레스가
직무태도를 낮추고, 이직의도를 높이는 영향력이 큰 변수임
을 의미한다. 이는 호텔업 식․음료 종사원들이 상사와 고
객과의 원활한관계는 자신의 직무에대한 만족감을 이끌어

내는동시에조직에몰입하게 하는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호텔업은 최근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내부자원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부자원 중 인적자원은 서비스 수행
과정에 있어 동료, 부하, 상사와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 접
점에서 고객에서 서비스를 한다. 호텔의 인적자원관리 전략
에 있어 대인관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줄 필요

가 있다. 지나치게 강압적인 상하관계는 상사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줄 것이다. 또한 고객들의 서비스 과정이나 이후의
불평행동이나 불량행동으로부터 야기된 스트레스 역시 상

당하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호텔 조직원들 간의 사고와 행
동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적정한 매뉴얼을 만
들어 불평고객으로부터 종사원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전략
들은 종사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직에 대한 몰입을 높

일 것이며, 이는 종사원과 호텔업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
타낼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텔업의 인적자원관
리 체제 일환으로 직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관리해준다

면 종사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신체적 건강을 증가시

켜 서비스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직무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 중 조직몰입이

직무만족보다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이

다. 직무태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수는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으로 이 중 조직몰입만이 이직의도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영향관
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업은 종사원이 조

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같이두가지시사점을감안할때, 본연구는감정노

동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관리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명

확하게 인식시켜준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시사점은
호텔업의 인적자원관리와 내부마케팅 전략에 실무적 시사

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이론에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직무태도, 이직의도

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지만,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중요성
을 감안하면 인과관계를 단순화한 측면이 있다. 즉, 종사원
의 내적요인에 의해 대인관계가 스트레스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무만족도의 관련과 현 직장에서 만족하

고 타 직장으로 이직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혜택, 자기계
발에 대한 프로그램 등으로 호텔 식음 종사원 중심으로 개

선하여이직을사전에예방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보이며, 
인구통계학적 측면의 통제변수에 의해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의대상을호텔식음료종사원으로한정하였다. 

이는 모든 감정노동자를 대표하기에는 통계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자의 직무와 직급에
따라 분할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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