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32

Vol. 28, No. 4, Dec. 2020

https://doi.org/10.12985/ksaa.2020.28.4.032

Original Article

ISSN 1225-9705(print) ISSN 2466-1791(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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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 analysis i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cabin crew’s
image-making autonomy on job enthusiasm, service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his is conducted on cabin crew members in airlines with autonomy based on
image making standards and a total of 109 copies are used for final analysis. First, the
image-making autonomy show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all of the sub-factors of job
enthusiasm such as job vitality, job commitment, and job commitment. Second, all sub-factors
of job enthusiasm, job vitality, job commitment and job commitment show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service performance. Third, service performance show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relationship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airlines
will be used as a basis for easing the regulations for image making of cabin crew and
introducing an autonomous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Key Words : 객실승무원 이미지메이킹(Cabin Crew’s Image Making), 자율성(Autonomy), 직무열의
(Job Enthusiasm), 서비스성과(Service Performance),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

Ⅰ. 서

론

Yoon, 2009). 특히 서비스 산업은 기업의 정서가 고
객의 기억에 각인되고 인상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현대사회가 전문화, 정보화, 다양화됨에 따라 생활

하기 위해 인적서비스를 조직의 경영학적 근간으로 접

양식과 가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생존의 경쟁체

근하고 있으며(Pfeffer, 1994), 대인서비스를 통해 평

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

가되어지는 서비스 종사자들의 이미지는 기업의 성과

고 표현하는 능력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Lee and

즉 생산성과 연결된다(Kim, 2009). 따라서 고객 접점
서비스의 대표적인 직종인 객실승무원은 외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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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차원으로 출퇴근 복장을 비롯하여 항공사 고유의
규정에 따라 유니폼을 착용하고 비행을 위한 외모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액세서리, MAKE-UP, HAIR–DO
등)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Lee, 2009).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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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 외(2014)는 고객관점에서 객실승무원의 외적 이

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동이며, 자기향상을 위한

미지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였으며, 고객의 객실승무원에

개인의 노력을 통칭하는 것으로 외적 이미지 관리를

대한 인지적 이미지가 항공사 대한 선호도, 애호도와 같

통해 내적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너지 효과

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를 얻을 수 있다(Kim and Do, 2012). 김경호(2005)

하지만 인간의 내적동기인 자유의지의 작용을 통해

는 자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조직

긍정적인 직무성과를 가져온다는 관점인 자기결정성

에서 자기성취감 및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이론(Ryan and Deci, 2000)의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그 반대의 경우에는 조직에서 고립이나 실패를 가져올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의 이미지메이킹 관련 제반규정에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진정한 이미지메이킹은 내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효율적 업무 집중

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메이킹은 세

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가지의 구성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진다. 먼저 내

있다(Kim, 2020). 즉, 기업들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이미지는 심성, 생각, 습관, 욕구, 감정 등과 같은 인

도입하는 인적, 전략적 시스템과 업무지침들이 오히려

간의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의 고유한 특성을 말하며,

조직구성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업무성과를 저해하

외적 이미지는 개인이 지닌 분위기로 표정, 헤어스타

는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Yoo

일, 메이크업, 패션, 화술, 매너 등 복합적인 개인의 특

and Park, 2007). 정태연(2018)은 리더십, 직무자율

징을 말한다(Jeong, 2009; Song, 2009). 마지막을 사

성과 조직몰입 성과 간의 관계 연구에서 항공사 조직

회적 이미지는 대인관계의 교류를 통해서 나타난 개인

내의 일정한 자율성을 통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의 본질과 현상이 형성되는 관계적인 이미지를 의미한

분위기를 조성하면 조직몰입 높이게 된다고 설명하였

다(Kim and Jung, 2014).

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애착감과 소속감

특히 대표적인 대면서비스 직종인 항공사의 객실승

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킬

무원은 항상 깔끔하고 자신감과 신뢰감 있는 모습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연출하기 위한 외적 이미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적 이미지메이킹 관리 제반

신입승무원 양성과정교육에서부터 이미지관리 교육을

규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한 항공사에 근무하는 객실

실시하고 있다. 즉, 외적 용모관리인 메이크업, 걸음걸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된 이미지메이킹 자율성

이, 피부 관리, HAIR-DO, 유니폼, SMILE 등이 외적

이 직무열의, 서비스성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지 교과과정을 통해 승객들에게 단정하고 고급스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러운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본 연구를 통해 객실승무원의 내적 만족을 통한 업

있다(Lee, 2009). 또한, 승객들과의 접점 시 좋은 이미

무 효율성 및 조직의 생산성의 관계를 확인하여 향후

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에서도 객실승무원들

항공사들이 객실승무원 이미지메이킹 규정을 완화하

의 업무 시작 전 정해진 외모규정에 따라 유니폼의 검

고, 자율적 관리제도 도입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

사, 피부상태와 Make-up 상태, Hair-do, 손톱상태,

용되기를 기대한다.

유니폼의 청결상태, 구두의 광택상태, 악세사리의 크기
및 형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Shin and Kim, 2011).

Ⅱ. 이론적 배경

이러한 사항들은 항공사 객실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

2.1 객실승무원 이미지메이킹

게 인식되고, 항공사의 서비스 생산성과 더불어 항공사
자체의 이미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Lovelock, 1990).

대인관계를 통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장대성, 김민수(2003)는 외적 이미지 품질요인에 대해

느낌과 생각, 생김새와 표정, 말투, 태도, 옷차림 등에

신장과 유니폼, 단정한 외모, 젊고 지적인 면 등 5가지

따라 형상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이미지라고 한다

로 구분하였으며,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올바른 언어

(Jung, 2009).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

구사, 유니폼의 모양과 청결성은 외적 이미지 형성을

키기 위해 자신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상을 실현하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외적 이미지 품질은 재구

위한 과정 혹은 의도적인 변화 과정을 이미지 메이킹

매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김은상

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Kim, 2008). 또한, 이미지메

(2005)은 항공사 객실승무원 이미지와 항공사 이미지

이킹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자기 이미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객실승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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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항공사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Trepte and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항공사 이미지는 국내항공사가

Reinecke, 2011; Wahlstedt et al., 2010).

외국항공사보다 좋은 것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

직무자율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해수,
속대붕(2016)은 호텔기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을 한

2.2 이미지메이킹 자율성
이미지메이킹 자율성은 외적 이미지의 연출에 대한
개인의 재량권과 독립성을 말하며, 직장 구성원의 직무
자율성을 기초로 한 개념이다. 직무자율성이란 직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작업 계획, 스케줄, 의사결정, 방법론의 선
택 등에 대해 독립, 자유, 결정권을 갖는 정도를 의미한
다(Wall et al., 1992). Morgeson, Humphrey(2006)
는 직무자율성을 직무상황에서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호칭, 복장, 업무위임, 업무선택에 대해 정해진 규정 내
개인의 선택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Langfred and Moye(2004)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
자율성은 업무수행을 통해 개인 자신이 능력과 지략이
있다는 자신감을 더욱더 인식하기 때문에 직무수행 능
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이 개인에게 직
무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면 기업수준의 생산성,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태도와 업무행동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ckman and Oldham,
1975, 1976). 그러므로 직무자율성은 직무에 대한 개
인의 내재적 동기화와 직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예측요
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Campion, 1988; Hackman
and Oldham, 1976).

연구를 통해 구성원들의 직무자율성이 증가하면 자신
들이 수행하는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만
족도 증가는 직무몰입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대고객지향적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직무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직무자체의 만족
도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서
비스를 판매하는 호텔기업 조직의 분위기는 자율적 직
무이행을 강조하면서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관리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효선, 이
희수(2011)는 직무자율성과 조직구성원의 부정적 요소
인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구성원 스스로
업무일정을 계획 및 조정하고, 업무에 투입하는 에너지
를 조절하여 부정적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실승무원의 이미지메이킹의
자율성에 대해 직무자율성의 맥락으로 인식하여 최두
형(2018)이 직무자율성과 조직효과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직무자율성의 특징을 반영하여 측정
문항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2.3 직무열의

직무자율성의 맥락으로 최근 항공사에서는 새로운

직무열의는 개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육체적, 인

시대 해석과 더불어 객실승무원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

지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을

율성 의사결정을 통해 즐겁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함으

말하며(Kahn, 1990), 긍정적인 업무와 관련한 정서적

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인 동기상태를 의미한다(Bakker et al., 2008). 이것

외적 이미지를 위한 규정완화가 하용되는 추세이다

은 조직 또는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태도이기보다 직

(Kim, 2020; Ham et al., 2020). 국내항공사 중 최

무의 성과와 연관된 심리적 연결로 정의된다(Maslach,

초로 2018년부터 티웨이항공은 객실승무원들의 헤어

Schaufeli and Leiter, 2001). Schaufeli 외(2002)는

스타일, 헤어컬러, 메이크업 등을 자유화하였으며, 제

직무열의를 직무소진과 완전한 대비는 아니지만, 기본

주항공은 객실승무원 이미지메이킹 규정을 완화하여

적으로 직무소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비행근무 중 안경 착용 허용과 네일 규정을 완변경하

조직 내에서 직무열의가 높은 구성원은 사업의 맥락을

였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헤어스타일 규정을 완화하

이해하고, 성과 향상을 목표로 동료와 협력하는 등 업

여 객실승무원 정통의 이미지인 쪽머리 외에 단발머리

무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다(Robinson et al., 2004).

도 허용하였으며, 모자는 특수한 행사에만 착용하는 것

Macey and Schneider(2008)는 직무열의의 일에

으로 규정을 변경하였다(Ham et al., 2020).

관한 긍정적이며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몰입하는 마음

이와 같이 획일적인 용모가 아닌 자연스럽고 친근한

의 상태의 특성을 반영한 활력, 몰입, 헌신 등 3가지

이미지는 고객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

차원의 구성개념을 제시하였다. 활력은 업무를 수행에

고, 객실승무원의 측면에서는 안전수행에 대한 자신감

있어 높은 에너지 수준과 정신적 회복력을 유지하여

을 향상시키고, 근무에 대한 피로도를 감소시키는 등

그것을 자신의 일에 노력을 투입하려는 의지,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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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려는 인내 등을 의미한다. 헌신은 업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활용의 결과를 나타내는 서비스성과

의미부여를 통해 열정, 도전의식, 자부심을 가지는 것

는 조직차원 및 개인차원으로 구분된다. 조직차원의 서

이며, 몰입은 일에 깊게 몰두된 상태, 완전히 집중된

비스성과는 서비스 기업이 고객 응대활동을 통한 비용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이 직무열의는 조직이 목표, 몰

절감, 이익, 시장점유율, 투자수익율, 고객만족, 충성도

입, 헌신, 열정, 노력,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주로

등의 마케팅성과, 재무적 성과, 서비스기업의 목표달성

그 결과는 조직의 효과성 및 효율성으로 이어진다

정도 대한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Gengo et al., 2011;

(Ericson, 2005).

Hassan et al., 2013). 또한, 개인차원의 서비스성과

직무열의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근애 외

는 도구적 성과의 특징을 가지며, 서비스 환경범위에서

(2018)는 항공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장시간 팀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적 결

로 근무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과로 설명된다(Hon, 2013). 즉, 서비스제공자들이 자

조직과 직업에 대한 몰입 정도에 따른 직무열의 및 서

신에게 할당된 직무관련 행위와 결과가 고객의 서비스

비스행동과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

구매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대 부합정도 혹은 합리적, 효

며, 회사에 대한애착심은 직무열의를 높이고, 한편으로

과적인 달성된 정도를 의미한다(Kim and Kim, 2014).

는 승무원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서비스성과를 구성

심과 같은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지면

원의 주관적인 개인차원의 기준에 따라 주로 측정하였

직무의 열의가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다. 예를 들어, 서창적 외(2010)는 고객에게 제공서비

승무원의 직무에 대한 활력, 헌신적인 마음가짐은 서비

스에 대한 맞춤형 응대능력, 정확성, 문제해결 능력을

스 행동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구성요소로 설정하였으며, Liao and Chuang(2004)

서비스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권주

은 서비스제공자의 친절성, 응대의 신속성, 고객의 욕

영 외(2019)는 직무 특성상 감정노동 노출이 많은 환

구 파악, 협조성, 고객욕구에 맞는 서비스 내용 제시,

경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감정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응대, 제공 서비

표현빈도, 감정적부조화, 감정표현주의 인식이 직무열

스에 대한 설명력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의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서비스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수진

그 결과, 업무를 수행할 때와 실제 감정과의 이질적인

(2017)은 객실승무원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를 수행하

상황을 통한 노동이 가중될수록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는데 있어서 몰입과 서비스성과의 영향관계를 실증분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석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서비스 행동에 대한 신념과

다 또한, 직무열의가 높아질수록 이직의도를 감소시키

자신감이 고객의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과 정서

를 제공하여 그로 인한 성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적인 만족을 통해서 직무열의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

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서적 몰입은 서비스 성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에는 유의한 영향성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비정상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인혜(2018)가 객실승무원

인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서비스현장 환경에서

의 직무자원,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

회사에 애착심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와

인한 연구를 통해 직무열의의 특성을 구분하여 활력,

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권인수 외(2011)는 호

헌신, 몰입의 측정개념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텔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조직지원인식과 서비스지향
적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서비스성과의 연관성을 살펴

2.4 서비스성과
서비스성과는 개인이 조직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행
하는 업무의 수행정도로써 구성원의 역할 지각, 능력,
노력에 의한 달성 여부를 가리키는 조직행동으로 개념
화 할 수 있다(Cho and Lee, 2006). 즉, 서비스기업
의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요구에 응대하여 고
객을 돕는 등 서비스 업무 수행에 대한 결과를 의미한
다(Liao and Chuang, 2004).

보고자 하였으며,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이 높아질수
록 구성원의 서비스성과가 향상되고, 서비스성과가 개
선되면 고객의 호응과 만족도도 향상되어 이는 조직의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구성원의
서비스성과를 향상시키기 직원들에 대힌 더 많이 후원
과 도움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실승무원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결과에 대해 Liao and Chuang(2004)이 제시한

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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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것은 서비스
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은 종사자의

2.5 조직성과
조직성과는 해당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를 의미하며,
여기서 목표란 현재 조직의 활동범위를 통해서 추구하
는 바 혹은 조직이 현재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개
념화 할 수 있다(Price, 1986). 또한, 조직, 단체 혹은
개인이 의도한 계획과 활동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나타낸다(Poister, 2003). 일반적으로 조직성과의 개
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식들이 존재하고 복합적이기

역량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므로 개인 자신이 맡
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 고취와 의욕 증진은 만족감으
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직무성과와 조직성과로 나타
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객실승무원의 업
무수행을 위한 소속 범위인 팀 활동에 대한 결과를 조
직성과로 인식하여 연구에 반영하였으며,

조지인

(2014)이 제시한 측정개념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때문에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 및 단일한

Ⅲ. 연구의 설계

성과 판단의 기준이 없으며, 해당 조직에 맞추어 다양
한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하게 된다(Brewer and
Selden, 2000).

3.1 연구모형

Cambell(1976)과 조지인(2013)은 조직의 성과를

본 연구는 객실승무원의 이미지메이킹 자율성이 직

측정하기 위해 3가지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직무

무열의(직무활력, 직무헌신, 직무몰입), 서비스성과, 조

만족도, 동기부여, 직원의 사기, 갈등과 응집성, 조직목

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표에 대한 조직원의 동조성향 등을 반영한 ‘심리적 지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

표’와 전반적인 효과성, 생산성, 능률, 성장성, 목표달

을 제시하였다.

성률, 이해관계집단의 평가 등을 의미하는 ‘경제적 지
표’를 들 수 있다. 또한, 사고의 빈도, 결근율, 이직률,

3.2 가설설정

통제, 계획과 목표설정, 역할과 규범 일치성, 경영자의
인간관계 관리능력, 경영자의 과업지향성 등을 설명하
는 ‘관리적 지표’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실증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현대와 같이 국제화를 지향하는 추세와 더불어 조직
이 복잡해지는 시점에 조직의 유효성과 적응력을 높이

3.2.1 이미지메이킹 자율성과 직무열의와의 관계

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처하면서 조직에 할당된 목표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Choi, 2018)에서 제시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성과 관리가 더욱 강

바와 같이 외모관리를 위한 이미지메이킹을 개인의 직

조되고 있으며(Hwang, 2012), 조직성과는 주로 구성

무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직무자율성과 직무열의의

원의 개인적 차원의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관계를 반영한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Wang, 2005).
이와 같은 조직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윤희, 김성종(2014)은 공기업 조직에서 혁신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직무자율

권혁기(2012)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
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더불어 자기효능
감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리더는 구성
원이 부여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구성원의 직무만족
수준도 더 높아지고,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
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기섭, 김경숙(2015)은
호텔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관리가 직원
의 직무역량, 직무성과, 조직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
한 연구를 통해 인적지원관리(채용, 평가, 교육훈련, 직
무관리 등)와 직무역량이 직무성과와 조직성과에 긍정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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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무열의-혁신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상사로부터의 공정한 대우, 적절한 역할분담, 상사의

직무자율성과 직무열의의 직접적인 영향관계와 함께

윤리적 지침과 태도에서 만족과 열의를 느끼고, 직무성

직무열의가 직무자율성과 혁신행동 관계에서 부분적으

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리적 리더육성을

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무를 수행과정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직무열의

에서 개인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를 고취시키는 방안은 제시하였다.

등 업무의 의사결정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

될수록 직무열의가 증가하고 혁신행동을 할 가능성이

무열의와 서비스성과 간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직무자율성이 혁신

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행동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을 입증하였다.

H2: 직무열의는 서비스성과에 유의한 정(+)의영향

김원주(2016)는 직무요구-자원 모델(job demandResources model)을 기반으로 업무열의의 선행요인

을 미칠 것이다.
H2-1: 직무활력는 서비스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직무자율성과 자기효
능감은 업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직무헌신은 서비스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이것은 직무와 관련한 자율성은 직원들의 긍정적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직원들의 긍정적인 행동과 성과

향을 미칠 것이다.
H2-3: 직무몰입은 서비스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객
실승무원의 이미지메이킹 자율성과 직무열의(직무활력,
직무헌신, 직무몰입) 간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
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객실승무원의 이미지메이킹 자율성은 직무열의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객실승무원의 이미지메이킹 자율성은 직무활
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객실승무원의 이이미지메이킹 자율성은 직무
헌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객실승무원의 이미지메이킹 자율성은 직무몰
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직무열의와 서비스성과와의 관계

3.2.3 서비스성과와 조직성과와의 관계
서비스성과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현
재 많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유사한 맥락의 연구인 개
인성과-조직성과와의 연구를 통해 영향관계를 예측하
였다.
이현실, 정진섭(2018)은 화학 클러스터분야의 종사
자들의 개인의 성과 향상과 나아가 조직의 성과를 높
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개
인의 역량강화, 학습 등 벤치마킹, 융합, 헌신, 직무만
족도, 클러스터의 발전 수준 등이 개인성과 및 조직성
과 향상에 주요한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특히 클러스트
발전수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을 통해 개인성
과와 조직성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것은 조직구성원은 어떤 조직에 속해 생활하면서, 개인

이인성(2015)은 호텔기업의 근무환경에 대한 중요

성과의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

성을 인식하여 근무환경이 종사원의 직무열의와 직무

이 속한 조직의 성과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직무열의가 높을수록 직

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무성과가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종사원이 요

이은진(2010)은 25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실증분

구하는 근무환경을 조성을 통해서 종사원 스스로 업무

석을 통해 직무성과계약제도와 근무성적평가제도의 도

에 대한 열의를 높이고, 그것으로 인해 조직에 대한 애

입으로 개인의 업무수행실적, 능력, 태도 등의 개인성

착심과 충성심을 불러일으켜 성과향상에 기여해야 함

과가 향상되고, 이를 매개로 조직성과가 향상된다는 것

을 강조하였다.

을 확인하였다.

노현우, 윤혜현(2017)은 외식산업에서의 윤리적 리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

더십을 측정하고자 구성요인들이 외식업체 종사원들의

비스성과와 조직성과 간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

직무만족, 직무열의,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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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9년 10월 1일∼10월 15일까지 이미
지메이킹 기준에 자율성을 둔 대표적인 T항공사에 재

3.3 변수의 측정

직중인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20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은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도

부의 설문을 배포하였으나, 불성실 답변 11부를 제외

출한 문항을 토대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정

한 10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T항공사의 경우

및 보완한 내용을 적용하였다. 설문지는 객실승무원의

국내항공사 중에서 가장 넓은 범의의 자율성이 허용되

이미지메이킹 자율성(Choi, 2018)을 알아보기 위한 7

는 유일한 항공사로 현재 근무인원 대비 표본의 크기

문항을 비롯하여 직무열의(Park, 2018)를 측정하기 위

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판단하였다. 연구의 가

하여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성과를 측정하기

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을 바탕으로 SPSS 21 및

위한 서비스성과(Liao and Chuang, 2004) 7문항 및

Amos 21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조직성과(Jo, 2014)를 반영한 6문항을 포함하여 총 38

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의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

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

를 사용하였다. 상세한 측정 문항에 관한 설명은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

Table 1과 같다.

하였다. 셋째, 분석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측정문항
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
다. 넷째, 개념신뢰도 지수(C.R.) 및 평균분산추출 지

Table 1. Measurement item
구성개념

측정문항 및 조작적 정의
IF1∼IF7(7)

헤어, 메이크업, 손톱관리 등
이미지메이킹 자율성 이미지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규정 내 선택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여에 대한 재량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의 정도
JE1∼JE6(6)
직무활력

직무열
의

직무헌신

당성을 평가하였다. 다섯째, 모형에 관한 경로계수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가설
을 검증하였다.

Ⅳ.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무수행 시 높은 에너지 수준과
정신적 회복력을 바탕으로 업무에
노력을 투입하려는 의지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포기하기 않고
인내하는 상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

JE7∼JE12(6)

은 1년∼3년 54명(49.5%), 4년∼7년 41명(37.6%), 8

자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에 대한 의미와 열정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임하는 자세

년∼12년 10명(9.2%), 13년 이상 4명(43.7%)으로 분포

JE13∼JE18(6)
직무몰입

수(AVE)를 활용하여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

자신의 직무에 완전하게 집중하여
일과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힘든 정도

설문에 관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
사 대상인 객실승무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16명
(14.7%), 여성이 93명(85.3%)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

되었다. 직책은 승무원 60명(55.0%)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사무장 22명(20.2%), 부사무장 14명(12.8%),
선임승무원 8명(7.3%), 선임사무장 5명(4.6%)의 순으
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87명(79.8%), 기혼
22명(20.2%)으로 나타났다.

SP1∼SP7(7)
서비스성과

고객을 응대하며 서비스하고, 고객을
돕는 서비스업무의 수행정도
OP1∼OP6(6)

조직성과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보여준
노력의 결과, 작업 결과

4.2 측정항목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측정항목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정한 측정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객
실승무원의 이미지메이킹 자율성은 요인적재량 0.412
∼0.773를 나타내며, 동일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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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열의는 JE2, JE6, JE7, JE8, JE10, JE13을 6개 항목

또한, 구성개념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요인별 개념

을 제거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반영한 활력(0.594∼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값을 분석하였다.

0.814), 헌신(0.601∼0.821), 몰입(0.701∼0.827)의

집중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개념신뢰도 값은 0.746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서비스성과의 경우, 요인

∼0.954의 수치를 보이며 모든 구성 개념이 0.7 이상

적재량 0.587∼0.790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조직성과

으로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Fornell

는 0.588∼0.698의 요인적재량을 나타내며, 동일한

and Larcker(1981)이 제시한 평균분산 추출(AVE)을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각 요인에 관한 타당성 및 신뢰

통한 판별타당성을 검정하였으며, 직무헌신과 직무몰

성 검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입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간의 상관계수 제곱값이
AVE값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을
충족하였다. 직무헌신과 직무몰입(0.627/0.847≠1) 간

4.3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의 타당성 검증은 표준오차추정구간을 통해 재검증하

4.3.1 측정항목의 평가

였으며, 판별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성개념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전 측정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

타당성 평가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
향상을 위해 SMC 값이 0.4 미만인 이미지메이킹 자율
성의 4개 항목(IF4, IF5, IF6, IF7)을 제거하였으며, 서
비스성과의 1개 항목(SP6), 조직성과(OP4, OP5, OP6)
을 제거하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개념
별 측정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측정항목을 결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 측정 모형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형적합도 확인을 위하여 연구자가 세운 모형
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 적합지수와 타 모형
과 비교를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간명
적합지수를 모두 활용하였다. 또한, 직무활력 1개 항목
(JE1), 직무헌신의 1개 힝목(JE8), 직무몰입 3개 항목
(JE13, JE14, JE15), 서비스성과 3개 항목(SP1, SP2,
,SP3)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여 모형적합도 향상을 시켰
다. 분석 결과는 모든 수치가 우수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므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모형
의 모형적합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4.3.2 가설검증
본 연구의 경로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MIM=214
.071, p=0.000, CMIN/DF=1.784, RMR=0.069, GFI=
0.819, AGFI=0.742, CFI=0.899, NFI=0.802, RMSEA=
0.085, IFI=0.902으로 AGFI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였으나, 전체적인 지수를 고려하여 본 연구를 위한 구
조방정식 모형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로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 Fig. 2와 같다. 가
설검증 결과, 객실승무원의 이미지메이킹 자율성은 직
무열의의 하위요인인 직무활력, 직무헌신, 직무몰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직무열의의 하
위요인은 모두 서비스성과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나
타냈으며, 서비스성과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설
H1-1, H1-2, H1-3, H2-1, H2-2, H2-3, H3은 모두
채택되었다.

Table 2. Analysi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구성개념

문항

요인적재량

Cronbach α

7

0.412∼0.773

0.843

직무활력

4

0.594∼0.814

0.784

직무헌신

4

0.601∼0.821

0.728

직무몰입

6

0.701∼0.827

0.896

서비스성과

7

0.587∼0.790

0.852

조직성과

6

0.588∼0.698

0.827

이미지메이킹
자율성

직무
열의

*p<0.05, **p<0.01, *** p<0.001

Fig. 2. Estim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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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구성개념

Standard

측정문항

SMC

C.R.

IF1

0.705

-

0.840

IF2

0.738

10.335

0.859

IF3

0.741

10.350

0.861

JE1

0.441

-

0.664

JE2

0.507

6.217

0.712

JE3

0.582

6.556

0.763

JE5

0.545

6.394

0.738

JE7

0.494

-

0.703

JE8

0.430

6.156

0.656

JE9

0.409

6.009

0.639

JE12

0.397

5.931

0.630

JE13

0.435

-

0.659

JE14

0.713

7.568

0.845

JE15

0.651

7.296

0.807

JE16

0.664

7.357

0.815

JE17

0.641

7.254

0.801

JE18

485

6.451

0.696

SP1

0.428

-

0.650

SP2

0.597

6.619

0.773

SP3

0.507

6.221

0.712

SP4

0.506

6.215

0.712

SP5

0.511

6.238

0.715

SP7

0.400

5.642

0.632

OP1

0.460

-

0.678

OP2

0.592

6.528

0.859

OP3

0.690

6.670

0.861

이미지메이킹 자율성

C.C.R

estimate

0.888

직무활력

0.808

직무헌신

0.750

직무열의

직무몰입

0.895

서비스성과

0.849

조직성과

0.794

Table 4. Measurement model fit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구분
CMIN

p

CMIN/DF

RMR

GFI

AGFI

RMSR-EA

CFI

IFI

NFI

적합지수

155.678

0.016

1.297

0.027

0.874

0.821

0.052

0.962

0.963

0.856

수용기준

>0.05

<0.05

<1∼5

<0.05∼
0.08

>0.8∼
0.9

>0.8∼
0.9

<0.05∼
0.1

>0.9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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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구성개념

1

이미지메이킹 기준
유연성

1

직무활력
직무

직무헌신

열의

직무몰입

서비스성과

조직성과
AVE

2

3

4

5

6

CR
0.954

0.408***

1

(0.037)

0.854

0.518***

0.896***

(0.037)

(0.055)

0.546***

0.723***

0.859***

(0.040)

(0,055)

(0.055)

0.547***

0.521***

0.588***

0.563***

(0.033)

(0.039)

(0.038)

(0.041)

0.473***

0.582***

0.567***

0.653***

0.577***

(0.030)

(0.039)

(0.036)

(0.042)

(0.031)

0.876

0.662

0.497

0.792

0.745

1

0.746

1

0.919

1

0.897

1

0.821

0.778

*p<0.05, **p<0.01, ***p<0.001, ( )는 공분산의 표준오차임.

본 연구의 가설검증의 결과를 Fig. 2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치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며, 객실승무원의 업무 특성
상 대인서비스로 발생하는 마찰과 스트레스에 대해 극
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탄력과 서비스 업무에 대한 자

Ⅴ. 결

론

부심과 집중력은 고객에 대한 친절성, 응대의 신속성,
고객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등 적극적이고 성

본 연구에서는 객실승무원의 이미지메이킹 자율성이

공적인 서비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직무열의(직무활력, 직무헌신, 직무몰입), 서비스성과,

셋째, 서비스성과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향관계를 나타냈다. 객실승무원 개인이 인식하는 서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결과는 궁극적으로 항공

첫째, 이미지메이킹 자율성은 직무열의의 하위요인

사 기업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목표, 직원들의 역량에

인 직무활력, 직무헌신, 직무몰입에 모두 유의한 정(+)

대해 소속된 팀의 달성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

의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객실승무원이 개인의

다. 또한, 이은진(2010)의 연구와 같이 개인의 업무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네일 및 악세사리 착용 등에 대

행실적, 을력 등 개인성과의 향상은 조직성과에 기여함

해 안전과 위생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

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고 자유롭게 연출함으로써 자신감이 충촉되면 고객

본 연구는 객실승무원의 이미지메이킹으로 인한 긍

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을

정적 효과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최근 이미지메이

최대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욕, 즉 인내력, 일의 즐거움

킹의 변화된 환경과 인식을 연구에 적용하고, 고객의

과 열정의 활성화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평가가 아닌 서비스를 실행하는 제공자의 측면에서 인

한, 직무자율성이 직무열의와의 영향성을 확인한 진윤

식하는 내면적 변인과 성과와의 관계를 측정하여 연구

희, 김성종(2014)의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에 반영한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쨰, 직무열의의 하위요인인 직무활력, 직무헌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직무몰입은 모두 서비스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 업무수행 함에 있어 일정

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노현우, 윤혜현(2017)의 선행연

부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은 재량권의 부여

구에서 상사의 윤리적인 리더십을 통해 직무에 대한

는 객실승무원의 내적 동기를 유발해서 자신의 직무에

만족과 열의를 느끼고,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대한 애착과 자발적인 목표 설정과 역량을 충분히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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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항공사는 고객의 측면이 아

effect of the external image of an airline

닌 내적 측면인 객실승무원의 의사결정과 개성을 존중

cabin crew member on the crew’s cognitive

하는 유연한 이미지메이킹 제도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

image, the airline’s emotional image, and

다. 둘째, 개인적 측면과 더불어 최근 항공안전에 관한

the airline’s affinity-Focusing on the domestic

경각심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객실승무원의 업

K air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무환경에 적합한 외모관리는 객실승무원에 대한 고객

Aviation Management, 12(4), 2014, pp. 3-22.

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기내의 안전관리자로써의 원

6. Ryan, R. M. and Deci, E. L., “Self-determi-

활한 역할 수행을 통한 안전관리는 장기적인 항공사의

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미지메이킹과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

더불어 객실승무원이 자신의 업무 재량권을 효율적으

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2000, pp.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의식 설정, 조직에 대한 신

68-78.

념, 자기개발 노력 등 개인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마인
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7. Kim, M. K.,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image-making regulations change of airlin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cabin crew and career decision”, Journal of

국내 항공사의 이미지메이킹 자율성의 효과를 연구하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기 위해 변화의 과도기적 시기에 일부 항공사의 표본

25(2), 2020, pp. 197-203.

집단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으므로, 향후 확대 연구

8. Yoo, G. C. and Park, W. S., “Influencing

를 통해 효과에 대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

factor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료된다. 둘째, 객실승무원들의 이미지메이킹 자율성에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based HR

대한 고객의 인식을 확인하고, 고객의 측면에서 만족도

system”, HR and Organization Research,

를 측정한다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15(3), 2007, pp. 187-22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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