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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교교교육육육서서서비비비스스스 분분분야야야의의의 내내내부부부 마마마케케케팅팅팅이이이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및및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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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화·개성화되면
서 판촉과 광고 중심이었던 판매 위주의 마케팅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 이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이익을 올리려는 고객지향 마케팅으로의 변
신이 요구되고 있다.더불어 새로운 경영기법의 등장 및 정보기술의 급변
화,시장의 세분화,그리고 고객이 바라는 상품이 변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으로 고속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시장에서 다양하게 창조되는 기회와 위협에 대해 서

비스기업은 그들의 최대과제인 고객만족을 위한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고객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 산업이야 말로 이러한 환경변
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고객과 서비스 공급자간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

므로 기업의 최종목적인 고객만족에 위해서는 종사원의 만족이 필수적이
며 우수한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다시 말해,진정
한 고객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부마케팅에 앞서 내부마케팅이 선
행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종사원을 내부고객으로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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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만족시키고 조직몰입 및 종사원의 고객지향성을 극대화 시키는 내
부마케팅 활동이야말로 서비스 기업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어
야 하는 것은 자명한 논리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이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교육서비스 분야는 고객

과의 접점에 있는 종사원들에게 긍정적 동기 부여를 통해 고객 지향적 서
비스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이를 통해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는 내부마
케팅 활동은 지속적으로 개발 및 실행되어야 한다.본 연구는 이러한 배
경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중요성 및 목적을
설정하였다.
모든 기업에 있어서 공통적인 과제이지만 특히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은 최상의 고객 만족에 있고,많은 서비스 기업들이 고객 만족과 충성도
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서비스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분
리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사원들이 자신의 직무에서 느낀
것들이 서비스 조우(serviceencounter)시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되게 된
다.이러한 관점에서 종사원은 서비스 기업의 목표인 고객만족을 달성하
기 위한 경쟁우위를 나타내는 이점이 될 수 있다.왜냐하면 고객만족,서
비스 품질,고객 충성도는 종사원의 믿음과 행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사원은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판단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기술
적 지원과 인정 및 보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종사원이 자
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상 및 인정 등의 내부지
향적인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들의 조직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
고 고객지향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
게 될 것이다.이에 교육서비스기업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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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향상 및 고객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도구로 내부마케팅
을 전략적으로 강구해야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

율적인 교육서비스 기업의 경영에 있어 종사원을 내부고객으로 인식하여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만족시켜 고객지향적인 사고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부마케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첫째,내부마케팅과 직무만족 그리고 고객지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내부마케팅,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
의 개념적 틀을 형성하고자 한다.둘째,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그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연구 모형을 설정한다.구체적으로 내부마
케팅 활동 요인을 외생변수로,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을 내생변수로 지
정하였다.
셋째,이러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교육서비스 분야

의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이들 가설들을 검증한다.넷
째,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서비스 분야의 종사원에 대한 기업의 내
부마케팅의 영향력을 평가하여 교육서비스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다음 연구모형 및 가설

을 설정하였다.내부마케팅 요인,즉 권한위임,내부커뮤니케이션,교육훈
련,경영층지원,보상시스템등의 정도가 신뢰와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며,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로 설정하였다.그 분석결과
내부마케팅 요인들은 모두 신뢰와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이에 영향을 받은 신뢰와 만족은 고객 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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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최근 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화·개성화되면
서 판촉과 광고 중심이었던 판매 위주의 마케팅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 이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이익을 올리려는 고객지향 마케팅으로의 변
신이 요구되고 있다.더불어 새로운 경영기법의 등장 및 정보기술의 급변
화,시장의 세분화,그리고 고객이 바라는 상품이 변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으로 고속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시장에서 다양하게 창조되는 기회와 위협에 대해 서

비스기업은 그들의 최대과제인 고객만족을 위한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고객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 산업이야 말로 이러한 환경변
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고객과 서비스 공급자간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

므로 기업의 최종목적인 고객만족에 위해서는 종사원의 만족이 필수적이
며 우수한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다시 말해,진정
한 고객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부마케팅에 앞서 내부마케팅이 선
행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종사원을 내부고객으로 인정하여
그들을 만족시키고 조직몰입 및 종사원의 고객지향성을 극대화 시키는 내
부마케팅 활동이야말로 서비스 기업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어
야 하는 것은 자명한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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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적자원이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교육서비스 분야는 고객
과의 접점에 있는 종사원들에게 긍정적 동기 부여를 통해 고객 지향적 서
비스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이를 통해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는 내부마
케팅 활동은 지속적으로 개발 및 실행되어야 한다.본 연구는 이러한 배
경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중요성 및 목적을
설정하였다.

2.문제의 제기

오늘날 많은 호텔들이 치열한 경쟁 환경에 직면하여 경쟁 호텔에 비해
장기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동급의 호텔들의
경우 고객들에게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모
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우위를 가질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제품,Know-How,첨단기술

등을 말한다.그러나 이 모두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값진 재산은 고객이다.고객을 잃는다는 것은
유일한 재산을 잃는 것이며 기업의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다(이미옥,
2002).모든 기업에 있어서 공통적인 과제이지만 특히 서비스 기업의 경
쟁력은 최상의 고객 만족에 있고,많은 서비스 기업들이 고객 만족과 충
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서비스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생산 및 전달 과정에서
종사원과 고객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이로 인해 종사원들이 자신
의 직무에서 느낀 것들이 서비스 조우(serviceencounter)시 그대로 고객
에게 전달되게 된다(Schnelder& Bowen,1993).이러한 관점에서 종사원
은 서비스 기업의 목표인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우위를 나타내는



- 3 -

이점이 될 수 있다.왜냐하면 고객만족,서비스 품질,고객 충성도는 종사
원의 믿음과 행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Bitneretal.,1990).즉,만족
한 종사원의 긍정적인 행동은 고객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Arnettetal.,2002)는 것이다.또한 Heskett와
Schlesiger(1994)는 서비스업에서 종사원의 만족에 의한 고객의 만족은 곧
조직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서비스 이익사슬(serviceprofitchain)
이론을 개발하였다.그들의 이론은 고객을 일반적 의미의 고객인 외부고
객(customer)과 기업의 종사원인 내부고객(employee)으로 구분할 때 기업
의 이익은 고객만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고객의 보유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고 고객만족은 내부고객인 종사원의 만족을 통해 얻어질 수 있으
며 조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은정,2004).다시 말해,자
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종사원이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
고객만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직무에 만족한
종사원은 기업에게 혜택을 받은 만큼 고객에게 수혜를 베풀려고 한다(이
준구,1999).결국 이러한 종사원 만족은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
공하고자 하는 종사원의 열정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사원은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이선희,전주형,1999),자신의 판단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며,기술적 지원과 인정 및 보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
다(박경호,2002).따라서 종사원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그들에게 적
절한 지원과 보상 및 인정 등의 내부지향적인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들의 조직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고객지향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김은정,2004).이에 교
육서비스기업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품질의 향상 및 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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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도구로 내부마케팅을 전략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이다.

3.연구의 목적

교육서비스 기업은 보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생산 지향적이고,
이익지향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내부 고객인 종사원이라는 관점으로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즉,종사원을 교육서비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고객과의 접점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 및
피로감,조직 혹은 직무에 대한 불신과 불만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의 특별한 노력과 제도 및 방침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

율적인 교육서비스 기업의 경영에 있어 종사원을 내부고객으로 인식하여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만족시켜 고객지향적인 사고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부마케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첫째,내부마케팅과 직무만족 그리고 고객지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내부마케팅,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의
개념적 틀을 형성하고자 한다.둘째,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그 연
구결과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연구 모형을 설정한다.구체적으로 내부마케
팅 활동 요인을 외생변수로,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을 내생변수로 지정
하였다.
셋째,이러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교육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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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이들 가설들을 검증한다.넷
째,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서비스 분야의 종사원에 대한 기업의 내
부마케팅의 영향력을 평가하여 교육서비스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4.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관련변수들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포괄적으로 개관하여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는 문헌연구방
법과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개념적 모형을 실제로 검증하는
실증적 방법을 병행하였다.본 연구는 내부마케팅이 종사원의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최
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내부마케팅에 있어서의 종사원의 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고,국·내외 문헌을 통해 도출한 내부마케팅 활동의 주요
전략인 내부커뮤니케이션,교육훈련,보상제도,경영층지원 및 임파워먼트
를 중심으로 내부마케팅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문제제기,

연구의 중요성,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 및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내부마케팅,직무만족 및 고객지향
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각 변수들의 개념 및 변수들 간의 선행연
구를 제시하여 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제 3장에서는 실증조사의
준비과정으로 2장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제시
하였다.제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한 실증조사의 결과
를 제시하고 해석하였다.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으로서 전
반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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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제선정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론적 배경 고찰

연구 모형의 구축

연구 가설의 설정

설문지 작성 및 자료수집

신뢰도 및 바탕도 검증

연구 가설의 검증

연구 결과의 해석 및 요약

결론

교육서비스 기업의

내부 고객 중요성 인식

관련 연구의 전개방향 제시

관련변수 설정 및 영향 파악을

위한 모형 구축

내부마케팅,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에 대한 가설 설정

교육서비스 관련 종사자 대상 조사

신뢰성 분석 및 요인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내부 마케팅의 전략화 방안 및

연구 과제 제시

관련 연구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그림 1-1>연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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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제1절 내부마케팅 요인에 관한 연구

1.내부마케팅의 개념

1)내부 마케팅의 필요성

전통적인 견해의 마케팅이란 기업의 외부 고객 또는 사외의 고객에 대
한 마케팅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소비자 지향적인 외부 마케팅(external
marketing)이었다.그러나 사내의 고객 특히 서비스 기업의 현장 종사원
들을 내부고객으로 여기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지향적 마케팅 활동
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일반적으로 고객을 조직 내외
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으로 나누어지는데,내부고객
은 사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기관 내부의 모든
사람을 말하며,상사와 부하간,부서와 부서간,부서와 종사원간,종사원과
종사원간을 의미하기도 한다.한편 외부고객은 교육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조직외부의 사람으로,중간고객과 최종고객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교육서비스 기업들은 외부고객 만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및 전략을 세우지만,정
작 내부고객 만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불만을 가진 내부
고객의 파괴력은 외부 고객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부정적인 구전효
과는 빠르게 퍼져나가 정상적인 다른 직원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업무에 차질을 주며,조직에 대한 불만 및 불신이 커져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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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켜 이직률이 높아지는 등의 엄청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점점 마케팅 활동이 인간과 인간의 접촉이라는 사실이 부각되

면서,구매자와 판매자 즉 고객과 종사원의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대상으
로 하는 관계마케팅(relationshipmarketing)을 포함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러한 제 마케팅을 포함한 것을 통합적 마케팅이라 하는데 명

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 고객을 표적시장으로 하는 접근을 정리하여 제시
해보면 <표 2-1>와 같다.

<표 2-1>통합적 마케팅의 제 차원

마케팅 분류 표적시장

외부마케팅(ExternalMarketing)
상호작용마케팅(InteractiveMarketing)
내부마케팅(InternalMarketing)

사외고객,최종소비자
고객과 현장종사원의 상호작용
사내고객(현장종사원)

상호작용마케팅은 구매자와 판매자 즉 판매자 즉 고객과 종사원 양자
간의 상호 작용을 대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확보하고 유지시키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며,내무 마케팅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현
장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지향적인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여기서
이러한 제 마케팅을 포함한 것을 통합적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통
적인 마케팅에 추가하여 현장 종사원 및 최종 고객(사외고객)등 경영조직
내에서의 인간관리에 관한 마케팅이다.
특히 서비스기업에서 내부마케팅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서비

스 조직의 마케팅 특성상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무형적이고,서비스를 전
달하는 내부 고객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서비스품질을 생산하고 또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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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각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다면적으로,인적 물적 환경요인과 상호작
용을 하면서 산출되기에 서비스기업은 실제고객과의 접촉이전에 고객지향
적인 종업원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그러므로
고객의 신뢰 형성과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업내의 종업원을 위한
내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종업원의 서비스 수행능력,직무의 정확한 이
해와 상황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능력을 습득하여 현재고객이나 잠재고
객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인 관건이 되므로 내부마케팅이
서비스기업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즉 내부마케팅은 내부 고객
인 종업원의 태도를 향상시키므로 필요한 것이다.즉 내부마케팅은 내부
고객인 종업원의 태도를 향상시키므로 해서 종업원의 욕구충족을 통한 서
비스의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부마케팅은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본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철학으로 묘사되어왔다(GeorgeandGronroos,1989).마케팅에 대한 일반
적인 견해가 조직의 외부고객에 대한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
으나 내부마케팅은 조직의 내부고객,즉 해당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활동
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와 같은 내부마케팅의 개념이 1970년대 후반 도
입되었으나 이 개념을 실무에 적용한 조직은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내
부마케팅 개념의 해석이 매우 다양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마련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RafiqandAhmed,2000).Rafiq와 Ahmed(2000)
는 그들의 연구에서 내부마케팅의 개념에 대한 확장과 통합을 시도하여,
“고객만족에 목표를 두고 마케팅과 유사한 접근 방법(marketing-like
approach)을 사용하는 계획된 노력으로서,고객지향적인 종업원의 선발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기업과 부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
업원을 배치하고 동기부여하며 기능적으로 상호협조하는 접근 방식”으로



- 10 -

정의하고 있다.
Booms& Binter(1981)는 서비스 마케팅에서 전략상의 관리요인을 종

래의 4P이외에도 참가자(Participants),물질적 실체(PhysicalEvidence),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ProcessofServiceDelivery)가 부가된 7P라고 한
다(신혜숙,1993;재인용).여기서 참가자는 기업과 고객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 측의 종사원과 고객을 포함하고 있으며,물
질적 실체란 서비스의 성과나 기업 측으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을 시각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서비스 전달 프로세스는 고객과 기업의 거
래활동을 의미한다.이는 전통적인 마케팅에 추가하여 현장 종사원 및 최
종고객까지도 관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통합적 마케팅의 개념이다.통
합적 마케팅이란 경영조직 내에서의 인간 관리에 관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기업의 편익전략이 최고 경영자나 일반사원에 의해 제안
되어 졌더라도 그 진가의 발휘는 결국 고객과 접촉 하는 현장 종사원의
손에 의지하게 된다는 개념이다.이러한 통합적 마케팅은 <표 2-1>에서
와 같이 전통적인 관리수법인 외부마케팅(ExternalMarketing)에 추가하
여 내부마케팅(InternalMarketing)및 상호작용적 마케팅(Interactive
Marketing)으로 구성되며,외부마케팅은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를,내부마
케팅은 기업과 종사원과의 관계를,상호작용적 마케팅은 종사원과 고객간
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2-1〉은 기업-종사원-고객의 관계에 따른 마케팅의 개념을 나

타내고 있는데,일반적으로 내부마케팅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업내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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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종사원
고객

외부마케팅

-고객과의 약속

상호작용적 마케팅

- 약속의 전달

내부마케팅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

〈그림 2-1〉 기업-종사원-고객의 관계에 따른 마케팅 개념
※ 자료원:이유재(2001),“서비스 마케팅,학현사,p.407

내부마케팅은 사내고객의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종사원의 욕
구를 충족시키는 경영능력에 따라서 최종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
이 결정된 다는 생각을 기초로 한다.물론 종사원에 대한 동기부여는 인
사 및 조직론에서 다루어왔으나 그 배경은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의 원가
절감 및 효율성 향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이에 반해 내부마케팅은 고객
지향적 사고에서 종사원들은 기업의 일차적 고객이라는 시각에 기초하므
로 마케팅과 조직론의 접점이 라고 볼 수 있다(이유재,2001).이런 맥락
으로 볼 때,서비스 기업은 두 종류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통상적인 의미의 고객인 외부고객이고,다른 하나는 기업내부의
고객인 종사원이다.서비스 기업은 외부고객에게는 상품을 판매하고 내부
고객에게는 직무를 판매한다.뿐만 아니라,서비스 제공에서 종사원의 역
할은 아주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이유재,2001).그 첫 번째 이유로는,
그들 자체가 서비스이기 때문인데,특히,미용사나 변호사,의사 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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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두 번째로는,그들은 고객의 눈에 비치는 조직 자
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마지막으로,종사원은 스스로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마케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다양한 기능을 두 가지 방법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체적

인 관리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George(199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George(1990)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첫
째,고객만족을 위하여 모든 단위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사업과 조직의 다
양한 활동,그리고 캠페인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보장하는 방법으로
작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종업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지향적인 방식에서 행

동하도록 준비하게 하고 동기부여 시키는 것이다.Arnettetal.(2002)은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첫 번째는 조직
의 새로운 비전에 적합한 구성원을 선발하는 방법이고,두 번째는 새로운
비전에 맞도록 구성원을 훈련시키는 방법이며,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전과
일치되는 행동과 태도를 가지도록 동기부여 시키는 방법이다.그들은 이
러한 과정을 내부마케팅으로 정의하고 있다.또 그들은 내부마케팅의 효
과로 낮은 이직률,서비스 질의 향상,구성원의 만족도 증가,그리고 조직
의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이처럼 내부마케팅은
외부마케팅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내부마케팅의 개념

내부 마케팅은 최근 들어 많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아직 발전 태동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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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의미와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모호성으로 그 명확한 개념의 정립과
성공 요인 및 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연구 분야이
다.내부마케팅의 개념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함에 있어 종사
원이 일괄된 고객접촉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부고객의 일관된 행동을 도출하기 위해 출현하였으며,제조업체와 구분
되어지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전되었다.전통적으로 서비스
업은 노동집약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자본집약적,장비 집약적인 형태의 서
비스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대부분의 서비스 창출과 배달은 제품이
아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Bessom & Jackson(1975)에 따르면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이

미지나 인상에 따라 공급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이것은 고객
의 만족 혹은 불만족이 고객과 서비스의 제공자간의 관계의 결과에 좌우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서비스기업에 있어서 인적자원(종
사원)의 중요성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팔기 전에 먼저 종사원에게 직무를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Sasser& Arbeit(1976)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서비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자원은 바로 노동력이며
직무를 제일의 제품으로 보고 종사원을 가장 중요한 고객으로 봐야 한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이외에도 Berry(1984)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
원에게 마케팅철학과 기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내부마
케팅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사원을 내부고객(Internal
Customer)으로,직무를 내부제품(InternalProduct)으로 생각하여 내부고
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부제품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George(1977)는 서비스 기업의 첫 번째 시장은 종사원이라는 관

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알리고 설득하기 전에 먼저 종사원들에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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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알리고 설득하고 교육시켜 내부시장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는 활동이라고 했다.Gronroos(1981)는 전통적인 마케팅활동은
내부마케팅을 적용 하는데 있어 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부마케팅의 범
위확대를 주장했으며 유효한 내부마케팅을 위해서는 고객지향적인 세일즈
마인드를 가진 종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즉,내부마케팅은 기업의
마케팅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의 업무 기능이 고객지향의 통합적인
업무수행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Kotler& Armstrong(1991)은 내부마케팅을 고객과 접촉하는 종

사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서비스 요원들이 하나의 팀으로써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교육 및 동기부여 하는 활
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Berry& Parasuraman(1991)은 내부 마케팅이란
사내고객인 현장 종사원에게 내부 제품으로써 직무를 제공하고 그 내부
제품을 사내고객의 욕구에 적절히 합치되도록 계획하는 것이라고 하였으
며,마케팅의 의지를 조직적으로 구축하고 업체를 위한 진정한 고객을 창
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언급 하였다.
Abbey(1994)는 내부마케팅을 종사원들에게 자신의 직무가치를 알도록

함으로써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또한
Hales& Mecrate(1994)는 내부마케팅을 고객중심과 종사원중심으로 분류
하였다.고객중심의 내부마케팅은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종사원들이 회사
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활
동을 말하며,종사원 중심의 내부마케팅은 종사원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
고 서비스를 판매하기 전에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구매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종사원들에게 마케팅이나 촉진을 실시하는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Berkowitz등(1997)은 내부마케팅은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지향
하기 전에 호텔의 종사원,즉 내부시장에 집중한다는 이념에 바탕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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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써,내부마케팅의 개념은 조직의 종사원은 고객지향성을 개발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 바탕을 두는 것이며,이 아이디어는 종사원
그리고 훈련,커뮤니케이션 및 관리를 통해서 구성원을 개발하는 것이 기
업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Rafiq& Ahmed(2000)는 내부마케팅의 개념에 대한 확장과 통합

을 시도하여,"고객만족에 목표를 두고 마케팅과 유사한 접근 방법을 사
용하는 계획된 노력으로서,고객지향적 종사원의 선발교육훈련을 통하여
기업과 부서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원을 배치하고 동기
부여하며 기능적으로 상호 협조하는 접근방식"으로 정의하였다.한편 국
내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된 내부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
면,김성혁(1991)은 외부마케팅이 외부지향적인 활동인데 비해 내부마케팅
은 현장의 종사원을 동기 부여시키고 고객지향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내부
지향적인 마케팅 활동이라 정의하였으며,안광호 등(1994)은 내부마케팅을
고객에게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종사원을 선발하고 교육,
훈련시키고 동기부여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또한 권혁종(1995)은 내부마
케팅을 기업내부의 종사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객지향적 사고를 확립하
여 대외적 고객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대
상으로 개발된 마케팅 이론 및 기법을 적용시키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
였으며,이유재(2001)는 내부마케팅이란 종사원을 최초의 고객으로 보고
그들에게 서비스마인드나 고객지향적인 사고를 심어주며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이상 내부마케팅에
관한 국내외 학자들의 개념정의를 살펴보았다.그들이 정의하는 내부마케
팅의 개념들 간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존재하지만,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종사원도 나의 고객이다"라는 개념이다.그렇기 때문에 종사원 만족은 내
부마케팅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단순히 종사원들을 즐겁게 해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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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종사원 관리에 많은 투자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종
사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
도록 하라는 것이다.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부마케팅
은 기업과 종사원간의 관계로서,종사원을 내부고객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고,과업에 초점을 둔 직무설계보다는 예상되는 종사원 가치의
특성에 맞추어 직무를 설계하려고 노력하여(정기한·김대업,2002),자발적
인 행동 및 고객지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그들의 대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여 고객만족을 유도하려는 마케팅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Gronross(1990)는 내부시장인 종업원들이 기업내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내부 조정하여 사용되어지는 적극적인 마케팅 접근 방법들을 통하
여 최선의 서비스 마음을 가지며 고객지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동기
부여되는 것이다.
Berry(1981)는 종업원을 내부 고객으로 보며 그들의 직무를 내부 상품

으로 보고,조직의 목적이 표출되는 동안 그들 내부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는 내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유재(1994)는 내부마케팅이란 조직 내부에 종업원을 최초의 고객 또

는 일파적 시장으로 보고 우선 그들에게 서비스정신과 고객지향적 사고를
심어주는 또 다른 형태의 마케팅활동이라고 했다.즉 내부마케팅은 외부
고객 시장에 마케팅 활동을 하여 구매하고 충성도를 얻는 것과 같은 이치
로,종업원 역시 마케팅 접근 방식으로 다가가서 직무동기를 유발하고 직
무만족을 최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Kotler(1996)를 고객에게 훌륭히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사원을

성공적으로 고용하고 훈련시키며 동기부여를 시키는 과업,업체의 종사원
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으로 내부 마케팅을 정의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강력한 서비스 문화를 구축하여 종사원의 대 고객 상황처리 능력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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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즉 내부 마케팅은 종사원을 대상으로 그들을 동
기부여시키고 고객지향적으로 개발하여 종사원의 대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코자 하는 마케팅 활동이라 할 수 있다.내부 마케팅의 선행 연구들
의 개념 정의는 <표 2-2>과 같다.

<표 2-2>내부 마케팅의 선행 연구들의 개념정의

연구자 개념 정의
Sasser&Arbeit

(1976) 제품/서비스를 고객에게 팔기 전에 먼저 종업원에게 파는 행동
Berry
(1981)

내부 고객으로서 종업원을 내부제품으로써 직무를 생각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시장으로서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Gronroos
(1981)

고객지향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시장으로 서의 종업원을 적
극적인 마케팅 지향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실현하는 수단의 집합

Normann
(1984)

서비스제공에 있어 품질유지,높은 생산성으로 비용질감,동기화된 종업
원을 통해 고객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 표현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George
(1990)

서비스 기업의 첫 번째 시장은 종업원이라는 관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
를 알리고 설득하기 전에 먼저 종업원에게 서비스가 제공하려는 편익을
알리고 설득하고 교육시켜 내부시장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는 활동

Wasmer&Brunner
(1991)

서비스품질에 대하여 종업원의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하고,고객서비스
의 가치에 대하여 종업원의 의식을 제고하는 활동

Bak,Vogt,Geoge
&greentree(1994)

내부마케팅은 훈련,경영자의 계속적 유대,내부의사소통,마케팅조사,
기타 인적자원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Rust,Zahorik,
Keiningham
(1996)

내부 마케팅은 조직문화의 확립,인적자원 관리의 마케팅 접근방법 개
발,종업원에 대한 마케팅정보의 전달 그리고 보상과 표창에 대한 실
행 과정임

P.Kotler,J.Bowen
J.Makens
(1996)

내부 마케팅은 조직문화의 확립,인적자원 관리의 마케팅 접근방법 개
발,종업원에 대한 마케팅정보의 전달 그리고 보상과 표창에 대한 실
행 과정임

Berkowitz,
Kerin,Hartley
&Rudleius
(1997)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지향하기 전에 호텔의 종사원,즉 내부
시장에 집중한다는 이념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써,내부마케팅의 개념
은 조직의 종사원은 고객지향성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에 바탕을 두는 것이며,이 아이디어는 종사원 그리고 훈련,커뮤니케
이션 및 관리를 통해서 구성원을 개발하는 것이 기업성공의 핵심

Rafiq&
Ahmed
(2000)

고객만족에 목표를 두고 마케팅과 유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계획
된 노력으로서,고객지향적 종사원의 선발교육훈련을 통하여 기업과
부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원을 배치하고 동기부
여하며 기능적으로 상호 협조하는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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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혁(1991) 현장의 종사원을 동기 부여시키고 고객지향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내부지향적인 마케팅 활동

현용진(1994) 고객에게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종사원을 선발하고
교육,훈련 시키고 동기 부여하는 활동

권혁종(1995)
기업내부의 종사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객지향적 사고를 확립하여
대외적 고객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마케팅 이론 및 기법을 적용시키는 모든 활동

이유재(2001)
종사원을 최초의 고객으로 보고 그들에게 서비스마인드나 고객지향
적인 사고를 심어주며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동기부여 하는
활동

※ 자료 :이희천(1997).호텔기업의 내부 마케팅이 종업원 태도와 서비스 품질 및 고객반
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경성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을
재구성

내부마케팅의 기본개념은,사내의 모든 종업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
스해야 한다는 개념과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배달하기 전에 그 서비스를
제1차 고객인 종업원들로 하여금 직무를 만족하게 하고 그 서비스에 기본
목표와 개념이 올바로 이해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로,궁극적으로는 외부고
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마케팅의 기본 가정은 만족한 종업원들은 고객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다.내부 마케팅 개념에 깔린 사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데,하나는 종업원을 내부 고객으로써 간주하는 것,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품으로 보는 견해다.
종업원은 자기 업무태도(직업)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만큼 이들을 만족시
키기 위한 내부적인 마케팅 활동이 곧 내부마케팅이며,읠 결과로 동기
부여 되어 내부고객이 훌륭한 업무 태도를 보이면 외부고객이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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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만족

고객과의

관계 강화

고객만족

종업원 이탈률

감소

이익의 증대

재구매의 증대

성공적인 내부마케팅

<그림 2-2>성공적인 내부마케팅 결과의 순환과정
※ 자료 :이상환,이재철(1988),서비스마케팅(삼양사)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마케팅에서 성공하면,종업원이 만족
하게 되고 종업원이 만족하게 되면 자기의 직업을 잘 판매하여 고객이 만
족하게 되고,고객이 만족하게 되면 종업원의 이탈율이 적어지고,이탈율
이 적어지면 그 만큼 고객과의 관계가 강화되고,고객과의 관계가 강화되
면 재 구매가 늘어나서 긍정적으로 이익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 내부
마케팅의 기본 전제인 것이다.

2.내부고객의 정의와 역할.

1)내부 고객으로서 종사원의 정의

서비스 기업은 두 종류의 고객을 가진다.하나는 통상적 의미의 고객이
고 다른 하나는 기업내의 종사원 특히 현장 종사원이다(이상환.이재
철.1988).기업은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며,고객으로부터 보아 서비스의
좋고 나쁨의 인식 정도는 그 서비스를 어떤 사람이 제공하는 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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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된다.즉 서비스 생산에 해당되는 현장 종사원의 인격이 상품으로서
서비스의 일부를 형성하게 된다.현장종사원이 내부 고객이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생긴것이다.
항공사에서 현장 종사원을 내부 고객으로 보고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

는 종사원은 항공사 이미지 개발에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서비스 차별화
를 만드는 요소이고 또 서비스의 무형성 때문에 생기는 고객의 불확실성
을 가장 확실히 줄여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사원이 고객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역할을 상당부분 담당하게 되므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제공하
는 서비스에 대해 신뢰감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것은 마케팅 관리자나 최고 경영자의 주요 과업이 된다.따라서 기업은
첫 번째 시장이 종사원이라는 관점에서 제품을 알리고 설득하기 전에 먼
저 종사원들에게 제품의 효익을 알리고,설득하고,교육시켜 종사원의 욕
구를 충족시키는 활동들이 요구된다(조혜영,1996).

2)내부 고객으로서 종사원의 역할

항공서비스는 고객에게 대한 만족 및 편익의 제공을 근본으로 하므로
서비스 역시 안락하고 혼란스럽지 않고 우호적이고,정중하며,전문적이
고,여유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객실승무원은 창조족인
판매를 유도하고 고객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리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고객의 반응을 피드백 시키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승무원은 모두가 마케터(marketer)이며,그들의 역할은 간호사,보
호자,가이드,음식준비자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적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장 종사원의 적극적이고 임기웅변의 대응을



- 21 -

빼놓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제아무리 빼어난 전략이라 해도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종사원 자신이 이를 잘 이해하고 사용자나 고객에 대해 창
조력이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빠
뜨린 것이라고 애기하지 않을 수 없다.(조해영,1996).따라서 현장 종사원
의 내부 고객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서비스 교환에서 대
외 고객의 만족은 서비스 거래현장에서 고객과의 인간적 접촉을 갖는 기
업측의 서비스 담당자의 태도와 행동,즉 서비스 수행능력을 현장 종사원
이 행하는 것이 사외 지향적 마케팅의 성공적 요페가 된다.그러한 의미
에서 현장 종사원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다(김성혁,
1994).
첫째,현장 종사원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

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품질관리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기업의 홍보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째,교육자나 설득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여섯째,고객에게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일곱째,현장종사원은 이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장 종사원은,고객의 욕구에 대한 최적 선택을 인식하고 고객의 재구

매행동을 유발하며,만족한 서비스를 타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끊임없이 고객 및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정신 자세
가 중요하다.또한 고객의 반응에 따라 현장 종사원은 서비스 제공물 또
는 제공방법을 수정하여 고객의 욕구에 합치하도록 서비스질의 수준을 향
상시키며,신속한 서비스가 행해지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의사 결정을 한
다(이명우,1997).또한 현장 종사원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



- 22 -

운 수법을 제공할 때 고객을 설득시키고,서비스 상품에 관한 유익한 정
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고객으로부터 서비스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정
보를 얻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또한 이익을 위해 고정
고객을 만들어 총 매상고에 기여하며 기업 외부 마케팅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월등히 나은 훌륭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3.내부마케팅의 구성요인

고객만족이라는 서비스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부고객
에게 매력적인 상품을 제공하여 종사원에게 동기부여를 유발하여,고객지
향적 서비스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변수라 하겠다.종사원
의 만족이 인적서비스 제공수주네 영향을 마치고 있기 때문에 요소별 우
선 순위에 의한 용인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이
것은 경영층과 관련 부서가 종사원에게 객실서비스의 중요성과 이들의 역
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고,동시에 근로조건의 개선과 적절한 훈
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부마케팅에서는 내부 시장의 종사원을 대상으로 직무나 정

책,기타 노동조건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제반 정보분석을 통하
여 내부 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고려한다.제 학자들의 만족도 연구
(George,1991)를 토대로 하여 현장 종사원의 개성 및 욕구만족이나 직무
수행상의 동기유발의 실행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내부 커뮤니케이션(internal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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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iq와 Ahmed(2000)는 내부마케팅의 적용단계를 3단계로 나누었다.
첫 번째 단계는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만족에 초점을 둔 단계이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종업원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고객지향성의 단계이다.
내부마케팅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일으켜 구매와 재

구매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마케팅적 기회를 제공한
다는 인식의 단계이다.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업은 고객 지향적이
고 판매마인드를 가진 개인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내부마케팅의 목적은
동기부여가 되고 고객을 인식하고 있는 종업원을 얻는 것에 있음을 강조
한다.마지막 단계는 많은 학자들이 내부마케팅을 전략의 이행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즉 최종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종업원을 동기부여시키는데

또한 내부마케팅이 유용함을 의미한다.이 단계는 전략수행과 변화의 관
리 단계로 기업전략의 달성을 위해서 내부마케팅의 역할이 강조되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내부 커뮤니케이션
이 조직에서 내부마케팅을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말하는 것이
다.
Lings(2002)는 내부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시장에 대한 조

사,내부 커뮤니케이션,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
리자와 종업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Conduit와Mavondo(2001)는 기업이 시장지향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고객지향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조
하였다.
George(1990)역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였다.그는 고객 접점의

종업원을 “part-timemarketer"로 인식하면서 직접적으로 고객과 접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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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종업원과의 커뮤니케이
션을 강조하였다.그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최종 소비자에 만
족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서비스의 최
초 생산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전달 될 때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
어져야 그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강조한 것이다.George와
Gronroos(1989)도 내부마케팅 과정에 의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경영층
지원,교육훈련,내부 커뮤니케이션,인사제도,외부 활동 등을 중요한 요
소라고 제안하였다.
이와같이 기업의 사업계획이나 의사결정 내용 등을 포함한 제반 정보

를 공유함으로써 종사원들 사이에 신뢰감과 연대감이 싹틀 수 있다.아무
런 예고도 없이 어느날 아침에 자신들의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정책결정
내용을 듣게 된다면,종사원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이 문제는
특히 서비스 기업의 현장 종사원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로 자사의 모
든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종사원은 대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한층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종사원에게 대 고객 서비스
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하지만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모든 정보의 공개는 의사결정의 재량권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이미옥,2002).그러므로 공식·비공식적인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조절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최종적으로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를 가지는 내부마케팅에

있어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광고 등
세서 고객에게 제시한 약속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지원받아 알고 있는 종
업원은 그렇지 않는 종업원보다 그 약속을 지키는데 더 성실하고 호의적
읜 태도를 보이다.판매자와 구매자상호관계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방법에 대해 알리고,일선 종사자가 새로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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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과업,사고방식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교육훈련(educationandtraining)

교육훈련의 목표는 종업원들이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이해하고 마케팅
에 대한 태도를 호의적으로 하게하고,고객관계 수립과 고객만족에 대한
모든 종업원 각자의 책임을 이해시키고,기능적 품질, 관계적 품질,교환
적 품질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고객서비스 숙련도 등을 증진시키는 것
이다(정기한,김대업,2000).조직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지향
성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종업원이 시장지향성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ConduitandMavondo,2001).비단 시장 지향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고객의 만족을 실현시키기 위해 조직이 구성원에게 제
공할 수 있는,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된다.(Ruekert,1992).
Gronroos(1990)는 교육훈련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조직내부의 다양한 부서
와 고객에게 공헌할 수 있는 개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따라서 교육훈련은 내부마
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종사원들이 최선을 다해 서비스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데 필요

한 기술과 실력을 갖추도록 교육한다.교육을 실시하고,조사를 통하여 교
육방법을 개선하고,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업계의 성공 사례
를 초빙하여 본 보기로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교육은
학습조직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교
육 후에는 종사원들의 변화된 태도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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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무환경(workenvironment)

Herzberg는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조직관리사가 고려해
야할 내용을 시사하기 위하여 작업동기부여이론으로서 2요인 이론(Two
FactorTheory)을 제안하였다.(신혜숙,2000에서 재인용).그는 연구를 통
하여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불만족은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다.직무만족은 직무의 내용과 관련된 차원이며 인정,자율,책임,작
업 자체 등이 해당되며 이것은 직무만족에만 영향을 미치고 직무불만족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직무 불만족은 불만요인에 의해 영향
을 받는데 여기에는 임금,작업조건 감독자나 동료의 인간관계 등이 해당
된다고 하였다.그는 인간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을 느끼게 되면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반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만족이 일 자체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다시 말
해 환경적인 요인은 종업원의 직무 불만족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며,조직
의 정책과 관리,감독,작업조건,대인관계,임금,안정 요인 등이 해당된
다.2요인 이론에 의하면 근무환경은 내부 고객인 종업원의 불만족을 예
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Arnettetal.(2002)
도 호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무환경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권한위임(empowerment)

권한위임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들에게 가능한 한 최
대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종업원이 특별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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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정기한,김대업,2000).
Rafiq와Ahmed(2000)는 서비스 기업에서의 내부마케팅 모형을 제시하면서
귄한위임이 종업원의 직무 만족과 고객지향성,그리고 서비스 질에 영향
을 준다고 주장하였다.또한 Hartline과Ferrell(1996)은 고객 접점의 종업
원을 관리하기 위한 세 가지 메커니즘 중 하나로 권한위임을 선정하였다.
그들은 권한위임이 직무만족,자기 효능감등 내부고객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최종 고객이 인식하는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하였다.
Hartlineetal.(2000)은 고객 지향적 전략과 종업원이 느끼는 가치 사이에
는 세 가지 영향의 통로(corridorsofinfluence)가 있음을 밝히며 그 가운
데 하나로 권한위임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귀한위임의 사용이 내부고객지향성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주장

하였다.Berry&Parasuraman(1991)역시 내부마케팅의 필수 요소로 권한
위임을 고려하였다.이와 같이 권한위임은 내부마케팅의 수행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5)보상시스템

Kotler(1996)는 종사원을 고객지향적으로 개발하려 한다면 그들의 성과
를 파악하여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는데,보상이란 기업
과 종사원 간의 교환과정에서 종사원이 기업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
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되는 보상으로 이는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
상의 유형으로 구분 된다(이학종,1986).
내재적 보상은 스스로 부여하는 보상으로 인정과 평가가 이에 포함되

며,외재적 보상은 업무를 둘러싼 환경에 연유하는 것으로 재정적 보상과
부수적인 혜택,이익분배,경력·승진,배상 등이 포함된다(권혁종,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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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보상정책은 종사원 개인에게는 생계의 원천이 되고 인적자원 개발
에 대한 투자 및 종사원의 만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보상정책은 보상요인에 대한 개인적 욕
구와 기업이 제공하는 구체적 보상형태를 적절히 결합함으로 해서 보상정
책에 대한 종사원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고객지향적 사
고를 확립할 수 있다 (신혜숙,2000).
서비스 기업에서의 특히 칭찬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잘못을 책망하고 벌을 주는
것이 마이너스 강화라면 칭찬과 보상은 플러스 강화이다.플러스 강화가
훨씬 더 인간을 동기 부여한다.종업원을 인정하고 보상할 때는 객관적인
포상기준,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적절한 보상,작은 것에 대한 칭찬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상징적인 보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평가는 공정해야 하며,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인사고과 시스템의 공정성,인사고파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회사의 전
략과 일치된 성과에 대한 보상,능력급(직위에 대한 보상)과 성과급(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의 구분,다양한 방법의 보상,보상의 기회균등 등의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종업원의 욕구는 그 성숙도에 따라 다양하기 때
문에 종업원의 취향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단순히 생활안정 차원의 욕
구를 가진 종업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의 지침서 제기,일상업무의 엄격
한 체크 등이 필요하나 직무를 통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종업원
에게는 업무 만족도를 놓이는 표창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줆으로 능력
을 회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George,1991).
내부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실제로 어떤 기업의 종업원들은
기업에 해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하지만,대부분의 기업의 종



- 29 -

업원들은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권태감,무관심 등의 태도로 마지못
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기업의 종업원들이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가지고
만족감을 느끼며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종업원에게 직무만족도,
직무 안전성,승진기회를 높여주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감독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종업원들을 공정하게 대함으로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며,종업원
들의 사기증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건강상태,경제적,심리적
안정도까지도 고려하는 종업원 복지차원 프로그램도 개발함으로 종업원들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강한 의욕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잇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내부마케팅에 관한 선행연구

신혜숙(1993)은 호텔의 내부 마케팅에 관한 논문에서 호텔의 내부 지
향적 정책이 과연 종사원들의 동기부여와 고객의식적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종사간의 동기부여와 고객의식적 태도
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호텔의 내부지향적 정책이 잘 되어 있을수록 동기부여 요인과 고
객의식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이는 내부지향적 정책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며,또한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종사원간의 동기부여와
고객 의식적 태도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차이를
고려한 내부지향적 마케팅의 전략수립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Varey(1995)는 내부마케팅을 검토하고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내부마케팅과 서비스품질의 관련성,마케팅지향성과 마케팅전략으로
서 내부마케팅,내부마케팅과 TQM의 관련성,내부마케팅과 조직개발,내
부마케팅과 내부서비스 생산성,내부마케팅과 혁신성,내부마케팅과 기업
이미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 내부마케팅이 내부통합자로서 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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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종합모델을 제시하였다.신혜숙
(1996)은 전략경영 측면의 서비스업 내부마케팅에 관한 연구에서 전략경
영의 개념 및 특성,서비스업의 환경 분석 등의 이론적 고찰에 이어 내부
마케팅의 정의와 목적을 고찰하고 전략경영을 내부마케팅에 적용시켜 서
비스업의 효율적인 내부마케팅 전략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그에 대한 내
용으로는 첫 번째로 내부고객 조사의 세분화로,이는 내부고객의 욕구나
성향을 알기 위해 실시하며 각각의 내부고객을 세분화시켜 조사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두 번째로는 내부고객을 위한
목표관리와 내부고객 능력에 따른 전략의 다양화에 관한 것 이다.세 번
째는,전략적 보상구조를 들었는데,보상제도란 내부고객의 만족과 동기부
여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적 요소이다.네 번째는 전략적 내부지원시스템
이 필요성인데,여기에는 교육제도,편익세분화전략,급여·임금관리 측면의
전략,커뮤니케이션의 강화,근무환경과 종사원 관리이념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희천(1998)은 내부마케팅에 의한 종사원의 태도와 서비스 품질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내부마케팅에 의해 관리되는 서비스품질이 고객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그 결과 기업의 내부
마케팅은 종사원들의 태도변화와 서비스 품질 및 고객의 재구매 행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종사원을 고객으로 인
식하여 동기부여,커뮤니케이션,복지후생,교육훈련 등의 내부마케팅 활
동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면 내부마케팅은 기업의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마케팅 기능을 담당하며,종사원의 직무만족에
근거한 향상된 서비스 품질은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게 되고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시켜 고객충성도 및 재구매 의도 야기하여 기업의 마케팅 목
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이 연구는 내부마케팅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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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태도에 미치는 영향만을 검증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부마케팅이 서비
스 품질과 고객반응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하였는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김홍범(1998)은 호텔의 종사원들이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지향

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호텔의 내부마케팅 활동을 중심으로,어떠한
내부마케팅 활동이 종사원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이직성향을 줄일 수 있
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각 호텔이 효과적인 내부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그에 따르면,호텔 종사원의 이직성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호텔
내에서 상사들이 하급 직원들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스스로가 모
범을 보여야 하며,종사원의 직무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려는 노력
과 더불어 종사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실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조사표본이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아울러 그의 연구는 내부마케팅을 통한 종사
원들의 직무만족 변수로서 이직성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향후에는 직무
만족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연구설계 시 포함하여 내부마케팅 활동이
종사원들에게 어떠한 만족을 줄 수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
요가 있을 것이라는 제안점을 남겨주었다.
Varey와 Lewis(1999)는 내부마케팅의 확장된 개념에 관한 논문에서

교환이 마케팅의 기본적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마케팅 패러다임
을 제시(미시 경제,설득/태도변화,갈등해결,일반적 시스템,기능주의자,
사회교환)하여 사회교환을 강조하였고,기관,그룹,개인간의 거래와 상호
활동을 다루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내부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
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준혁과 서동구(2000)는 내부 마케팅 요인을 통한 직무만족,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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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직세분화에 관한 연구에서 내부마케팅 요인은 전반적인 종사원들의
직무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고,이직의도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실증 분석하였다.그 결과 내부마
케팅이 종사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동기요인에
해당되는 협동의식 및 관리자의 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으며,기타 위생요인에 해당되는 교육,환경,복지,인사고과
등의 요인들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먼 저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의도에서는 협
동의식 및 관리자의 능력,직원복지 및 인사고과시스템,교육지원 및 환경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경쟁 기업으
로의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기요인에 해당하는 관리자의 능력이
나 협동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또한 타 산업으로
의 이직의도에서는 위생요인에 해당되는 교육지원 및 환경이 가장 큰 영
향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 협동의식 및 관리자의 능력이었다.그러므로 타
산업으로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는 위생요인의 수준을 최소한 업계 최저가
아닌 최소의 수준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안영철(2000)은 내부 마케팅을 통하여 고객접점 종사원의 동기부여를

가져오고 동기 부여된 종사원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내부 마케팅과 서비스
제공수준과의 관련성에 관한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보면,종사원의 내부
마케팅이 서비스 제공과정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의사소통 요인,휴
가제도 요인,교육·보상 요인,근무환경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의사소통 요인,교육ㆍ보상제도 요
인,그리고 휴가제도 요인으로 나타났다.서비스 적시성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교육ㆍ보상제도 요인,근무 환경 요인,휴가제도 요인,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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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
은 교육,보상제도 요인,그리고 근무환경 요인으로 나타났다.서비스 적
극성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의사소통 요인,휴가제도 요인,교육ㆍ보
상제도 요인,근무환경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고,모든 요인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서비
스의 제공과정과 적시성,그리고 서비스 제공시의 고객의 욕구를 미리 파
악하고자 하는 종사원의 서비스 적극성의 대응방안으로는 회사정책과의
적절한 대화 채널과 동료 그리고 상사와의 대화 채널과 프론트 종사원의
근무환경 요인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피드백(feed-back),
다 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내부기능

조정 및 통합

마케팅과

유사한 접근법

종사원 동기부여

고객 지향성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직무 만족

임파워먼트

〈그림 2-3〉Rafig& Ahmed의 서비스 내부마케팅 모델
※ 자료원:MohammedRafiqandP.K.Ahmed(2000),"Advancesin the
Internal Marketing Concept: Definition, Synthesis and Extension,"
JournalofServicesMarketing,Vol.14No.6,p.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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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iq와 Ahmed(2000)는 내부마케팅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혼란을 지
적하고 기존의 연구를 통합.확장하여 내부마케팅의 단계를 종사원 만족단
계,고객지향적 단계,전략수행과 변화관리 단계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
였는데,첫번째는 종사원 만족단계로,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족한
종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며,두 번째로는 고객지향적 단계로 구매
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고객의 서비스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고 마케팅 기
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따라서 고객의식적인 종사원에게 동기를 부여하
고,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종사원과 기업의 지원관리자간에는 좋은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마지막은 전략수행과 변화관리 단계로,기업
전략달성에 있어 내부마케팅의 역할이 강조된다.즉,내부마케팅 전략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수록 내부갈등은 감소되고 내부커뮤니케이션의 필
요성이 증대될 것이다.이러한 전략은 서비스조직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
직유형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웅과 이준혁(2000)은 해외 브랜드 패밀리 레스토랑의 내부 마케팅

활동을 독립변수로,종사원들의 동기부여와 고객지향적 태도를 종속변수
로 규정하고,내부 마케팅 활동에는 교육제도,보상제도,휴가제도,승진
및 의사 결정기회를 포함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연구결과,내부마케
팅 활동 항목에 관해서 종사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는 있
지만,교육제도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플
비즈니스(PeopleBusiness)라고 하는 외식산업은 그 인적자원의 필요성이
타산업보다도 더 요구되고 있음에도 종사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
인 시스템과 재정적 지원이 소홀한 편이다.교육훈련에 대한 종사원의 부
정적인 인식은 종사원의 능력 발휘 및 기업의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에 현실과 종사원의 욕구에 부응한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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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세미나 참석 등으로 종사원에게 항시 살아있는 직업정신을
갖추게 만들고,일정기간을 우수하게 근무한 근로자와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에게 해외 외식산업시찰과 외국 유명대학
연수기회를 부여해 선진이국의 장점을 직접 눈으로 비교하게 하여 업소의
경영개선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그러나 실증조사의 표본대상에
있어서 정규직원 이외에 파트타임 근무자의 비율이 다소 높아 자사에 관
한 인식 부족으로 설문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관표와 정승조(2003)는 호텔의 내부마케팅과 조직동일시 및 직무만

족과의 관계를 검증하여 그 분석결과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호텔의 내부마케팅 정책 및 인력관리상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내부마케팅 요인 중 조직동일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으로 호텔기업들은 구성원들이 호텔기업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동기부여 하는데 역점을 두
어야 한다고 하였다.또한 직를 포함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연구결
과,내부마케팅 활동 항목에 관해서 종사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교육제도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표와 정승조(2003)는 호텔의 내부마케팅과 조직동일시 및 직무만

족과의 관계를 검증하여 그 분석결과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호텔의 내부마케팅 정책 및 인력관리상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내부마케팅 요인 중 조직동일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으로 호텔기업들은 구성원들이 호텔기업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동기부여 하는데 역점을 두
어야 한다고 하였다.또한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사원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보상제도 및 어학교육’,‘커뮤니케이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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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 호텔 관리자는 종사원들에게 다양한
경력관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직무순환배치의 활용 및 호텔 내에
서 수행되는 기능적 역할 측면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며,목표액 달성
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해외연수를 통한 어학실력 향상의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하고,또한 조직의 목표와 방침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원
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3절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

과학적 관리시대를 지나 인간관계 시대에 들어오면서 종사원의 생산성
은 그들의 기술이나 기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 대한 그들의
태도나 감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직무만족은
각광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는 산업심리를 다루는 학자들에 의해
서 20세기 초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인간관계시대 이전에
도 산업심리학자들이 종사원의 태도,감정,지각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주
로 성과와 개인적 변수 사이의 관계에 치중했을 뿐 조직생활의 질이나 사
회전체적인 면에서의 인식은 오히려 조직심리학자들의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다(양참삼,1992).
직무만족이란 직무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태도로써 자신의 직무 또

는 직무 경험을 평가하여 생기는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정의
될 수 있다(이희천 1998).종사원이 느끼는 만족의 정도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적응력,조직체내에서의 여러 가지 조직
환경과 절대적 인 관계가 있고,직무만족은 조직성과를 예측하는데 중요
한 지표가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목적을 통합하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이미옥,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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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Kendall& Hallin(1969)에 따르면 직무만족·불만족은 각 개인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모든 호·악재의 총화,또는 이와
같은 감정의 균형상태에서 기인되는 태도로 감정과 태도와의 관련성을 나
타낸다.Locke(1976)는 직무만족을 개인의 직무 또는 직무경험의 평가로
부터 얻어지는 유쾌한 또는 불쾌한 정서상태라고 정의하였고,Beatty&
Schneider(1981)는 그의 정의를 인용하여 직무만족은 종사원이 직무가치
를 달성하고 촉진시키는 것으로써 개인별로 직무평가에서 얻은 명쾌한 감
정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즉,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서
한 개인의 직무나 직무경험 평가 시 발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상
태로서 한 종사원이 일에서 바라고 있는 것을 직무가 실제로 제공해 준다
고 믿는 정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박경호,2002;재인용).
Drummond(1990)는 종사원이 그들의 과업에 대해 느끼는 우호 혹은

비우호의 느낌이라고 정의하였고,Spector(1997)는 직무만족이란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혹은 직무의 여러 측면에 대한 태도로 간주될 수 있
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권순일(1999)은 직무만족이란 직무에 대한 일련의 태도로서 직무

나 직무수행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상태이며,직무
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내성,즉 자기관찰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
고,이는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이 원하는 것과 실제의 차이라는 비교
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박경호(2002)는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보상의 정도를

평가하여 획득되는 주관적 감정상태라고 정의하였다.직무만족을 정의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직무만족의 개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
다고 본다.한 측면은 만족을 개인의 감정,신념,태도,성취감과 같은 심
리적 상태로 보고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자기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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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변화
와 성취감,보상 등에 대한 인지수준에 따르는 것을 만족으로 보는 측면
으로,직무만족을 원하는 것과 실제와의 간격차이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학자에 따라 직무만족을 보는 관점이 전자에 치중하기도 하고,후
자에 치중하기도 하므로,감정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을 종합하여 이
해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기업 종사원의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태도와 가치,신념 및 욕구와 같은 수준이나 차원에 따라 자신의
직무에서 누릴 수 있는 임금,승진기회,성취감 및 회사경영방침 등과 같
은 여러 가지 직무조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물리적·심리적
만족에 대한 인식의 정도라 할 수 있다(이미옥,2002).

〈표 2-2〉직무만족의 개념

연구자 정의

Smith,Kendall
&Hallin(1969)

직무만족·불만족은 각 개인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모든 호·악재의 총화,또는 이와 같은 감정의 균형상태에서 기인되는 태
도로 감정과 태도와의 관련성

Locke(1976) 개인의 직무 또는 직무경험의 평가로부터 얻어지는 유쾌한 또는 불쾌한
정서상태

Beatty&
Schneider
(1981)

종사원이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촉진시키는 것으로써 개인별로 직무평가
에서 얻은 명쾌한 감정적 상태.즉,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
나로서 한 개인의 직무나 직무경험 평가 시 발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
인 정서상태로서 한 종사원이 일에서 바라고 있는 것을 직무가 실제로
제공해 준다고 믿는 정도를 반영한 것

Drummond
(1990)

종사원이 그들의 과업에 대해 느끼는 우호 혹은 비우호의 느낌
Spector(1997)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혹은 직무의 여러 측면에 대
한 태도

Spector(1997)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혹은 직무의 여러 측면에 대한 태도
이희천(1998) 직무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태도로써 자신의 직무 또는 직무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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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이희천(1998).박경호(2002)의 연구를 참조하여 논자 구성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직무만족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
다(이교종,1993).우선 종사원의 측면에서 볼 때,첫째,사람들은 대부분
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삶의 기쁨과 만족을 함께 얻는 곳으로
서의 직장에 대한 가치판단적인 면에서 중요하며,둘째,정신적인 측면에
서 중요하며,셋째,신체적인 건강 면에서 중요하다.다음으로 조직의 입
장에서 살펴보면,첫째,직무만족이 종사원의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는 인식이 넓게 수용되어지고 있고,둘째,자신의 직장생활에 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외부에 대하여 자기가 속해있는 조직을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이 같은 관계의 기능은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직내부와 조직외부 어느 곳에서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셋째로는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직무만족이 높게 되면 이직

율과 결근율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생산성의 증가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또한 근래에 와서 조직심리학자들은 직무만
족의 수준을 인지함으로써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현재의 환경을
알 수 있으며,조직의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사원들을 위해 직
장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들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
에 직무만족을 그 자체로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김은희,2004).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은 직무나 직무수행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개인

평가하여 생기는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

권순일(1999)

직무에 대한 일련의 태도로서 직무나 직무수행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유
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이며,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내성,
즉 자기관찰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또한 이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서 개인이 원하는 것과 실제의 차이라는 비교의 성격을 지님

박경호(2002) 직무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보상의 정도를 평가하여 획득되는 주관적
감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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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적 태도로 보고,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임금에 대한 만족도,승
진 기회에 대한 만족도,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상사에 관한 만족도 및
동료에 관한 만족도 등을 포함시킨 복합적인 의미체계라고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직무만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Herzberg(1966)는 그
의 2요인 이론을 통해서 직무만족과 직무불만족은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
여 나타난다고 하였다(신혜숙,1993;재인용).
직무만족은 작업에 관련된 차원이며,인정,자율,책임,작업 그 자체

등이 해당되어 이 만족인자는 직무만족에만 영향을 미치고 직무 불만족에
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또한 직무만족은 불만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는데 여기에는 임금,작업조건,감독자나 동료의 인간관계행동이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을 느
끼게 되면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반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만족이 일 그 자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다.다시 말해,사람의 환경에 관한 욕구가 직무 불만족을 예방하는 기본
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를 위생요인이라고 하여 그것
을 회사정책과 관리,감독,작업조건,대인관계,임금,안정 등으로 분류하
였다.
또한 직무를 보다 더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유효한 욕구는 동기

유발 요인이라 하여 성취감,안정,직업 그 자체,책임,성장 등을 나열하
였다.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조직 내에서 종사원들을 동기 부여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위생요인을 충족시켜준 후에 동기부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김왕상(1995)은 호텔기업에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원의 직

무만족 정도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이 크게 다르다는 가정
하에 호텔종사원의 직무만족과 서비스품질 제공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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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호텔종사원들의 직무만족과 서비스품질제공간에는 유의적인 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직무만
족과 서비스 품질 제공간에 핵심적으로 관계되고 있는 요인과 그 값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 (canonicalcorrelationanalysis)을 활용하
였다.그에 따르면 서비스품질제공 항목과 직무만족 항목 간에는 여러 가
지 차원에서 서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는데,호텔과 같은 서비스기업에
서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무 만족의 요인들은 중요한 독
립변수인 것이다.그러나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단계에서 호텔
내에서의 현지조사가 거의 불가능하여 여러 측면에서 통제가 불가능하였
고,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직무만족 변수와 서비스품질 제공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
심상도(1999)의 종사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직무만족과 관련된

의식구조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대안을 제시
하는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연구결과 직장생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책
임감과 애사심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담당업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책임감,협동심,애사심,업무 숙련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호텔의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적 접근법은 인적 자원관리를 과거와 같이 미
시적,개별적 그리고 기능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거
시적,시스템적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조임현(1999)은 종사원의 직무만족과 고객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서 호텔의 식음료 부문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고객에 대한 인적서비스는
고객만족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종사원의 직무만족과 고객만족의 관계가 감독의 능력이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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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종사원이 지각하는 직무의 지속적인 안정성,회사의 인사방침과
규정 등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즉,내재적 직무만족 보다는 외재적
직무만족이 보다 더 고객만족과 신뢰성 요인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호텔종사원의 직무만족
이 독자적으로는 고객만족과의 관계가 낮게 나타났지만,직무만족이 종사
원의 과업행동에 여러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권영린과 최정환(2002)은 종사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

는데,이 연구를 통해 "호텔기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의 경우는 종사원과
고객과의 서비스 인카운터가 중요하며,기업의 경영성과는 종사원의 만족
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최정환과 백유경(2003)은 직무만족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

고 직무특성 모형을 정리하여 직무특성이 호텔종사원들의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이를 바탕으로 호텔종사원의 전반적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직무만족 요인과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요인을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첫째,호텔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승진
의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승진제도의 정착 및 근무환경의 개
선과 복지후생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여 종사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
시켜주어야 한다.둘째,직무 특성에 따라서 과업다양성이 있는 직무파트
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과업다양성이 없는 직무파트에서 근무하는 종
사원들보다 상사관계요인,직무만족감 요인,인사고과요인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피드백에 있어서는 비피드백에 비하여 상사관계
요인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무만
족의 영향요인은 조직에 의해 통제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과 관련된 직무만족의 영향요인들 중에서 통제가 가능한 영향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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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여 개선해 나간다면 조직의 효율성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다.그러나 표본추출의 크기가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부족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제4절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

고객만족(CustomerSatisfaction)이 고객이 해당하는 회사나 종사원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감정이나 평가를 의미하는데 비해서 고객지향성
(CustomerOrientation)은 고객의 욕구를 고객의 이해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충족시키는 기업과 종사원의 대 고객 접근자세를 말하며
(Hoffman& Ingram,1991),교육서비스 기관의 마케팅 활동은 고객의 관
점에서 인지되고 고객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다.즉,고객지향적 사고는 교육서비스 기관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
종고객,경쟁자,유통업자,공급자와 같은 외부고객에 대해 시장정보를 획
득하고 이를 사내의 전 부서에 확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상의 가
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장지향성(MarketOrientation)의 세부적인 개념으
로,고객뿐만 아니라 경쟁자에 대한 개념까지 다루는 시장지향성과는 달
리 고객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Saxe& Weitz
1982).
이전의 연구에서 고객지향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기업차원에서 마케팅

컨셉의 실천은 시장지향성이고 개인차원은 고객지향성으로 보는 것이 일
반적인 견해이다(Kohli& Jaworski,1990;Siguaw,etal.,1994;Naver&
Slater,1994;박경호,2002;재인용).즉,마케팅 컨셉을 수행하는 집행 수단
이 기업차원에서 조명될 경우,고객지향성이 종사원의 초점을 두어 다루
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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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xe& Weitz(1982)는 고객지향성은 고객이 그들의 욕구나 필요를 충
족시키기 위한 구매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종사원과 고객간의 상호
작용의 수준에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객접점 종사원의 고객
서비스 행동으로 정의하였다.높은 고객지향을 보이는 종사원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지속적 관계 및 기업성과
측면에서 고객지향은 중요하다(Kelley,1992).
이에 더하여 고객지향은 조직과 고객간의 장기적 우호적인 관계의 형

성 및 우지를 초래하기 때문에 양쪽에 다 도움이 된다(박봉규,1997).
Saxe(1988)은 종사원의 고객지향성을 종사원이 그들이 고객에게 고객 욕
구를 만족하게 하는 구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조력하는 마케팅 개념의 수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고,종사원
이 고객지향적일 수록 장기적·점진적인 고객만족 증진의 목표를 위해 종
사하며,고객의 불만족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고 하였다(김남재
외,2002;재인용).
또한,Kotler(1998)는 마케팅 컨셉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

쇠로서 목표시장의 필요와 욕구를 결정하고 경쟁자보다 효율적이며 효과
적으로 만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마케팅 컨셉의 구성 개념 중 하나
가 고객지향성이라고 지적하였다.고객지향적인 사고는 호텔로 하여금 호
텔의 시각에서가 아닌 고객의 시각에서 고객의 욕구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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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고객 지향성의 개념

※ 자료원:박경호(2002),p.55를 참조하여 논자 재구성

Cornish(1988)는 고객지향성의 기업 내 결정요인은 첫째,고객욕구에
신속히 반응하려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둘째,부서 간 정보의 공
유,셋째,산출 중심적이 아닌 행의중심적 보상 시스템,넷째,고객지향적

연구자 정의

Levitt(1980) 목표고객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창조하는 것

Saxe&
Weitz(1982)

고객이 그들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매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종사원과 고객간의 상호작용의 수준에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객접점 종사원의 고객서비스 행동

Day&
Wensley
(1988)

고객의 전반적 가치체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예측도 포함

Saxe(1988)
종사원이 그들이 고객에게 고객 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구매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조력하는 마케팅 개념
의 수행정도를 나타내는 것

Simon(1991) 고객이 바라는 대로 해주려는 태도,고객의 물음에 대한 재빠른
반응,종사원들의 친절도 등을 의미

Hoffman&
Ingram
(1991)

고객의 욕구를 고객의 이해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충족시키
는 기업과 종사원의 대 고객 접근자세

Deshpandeet
al.(1993)

장기적 수익의 확보를 위해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제외하
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의 집합

Kotler(1998)

마케팅 컨셉의 구성 개념 중 하나로써,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로서 목표 시장의 필요와 욕구를 결정하고 경쟁자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며,고객지향적인
사고는 호텔로 하여금 호텔의 시각에서가 아닌 고객의 시각에서
고객의 욕구를 정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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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라 하였다.상기의 〈표 2-3>은 고객지향성의 개념을 정리한 것
으로,지금까지 언급한 연구자들의 정의 외에 Levitt,Day& Wensley,
Simon및 Deshpande외의 개념정의를 포함하였다.
이상의 개념 정의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서비스기관 종사원의

고객지향성을 고객을 향한 일련의 긍정적인 태도로,서비스 제공자인 종
사원이 고객의 욕구나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대 고객 접근자세로
정의하였다.다음으로 고객지향성에 대해 연구한 국내 학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홍부길과 김성국(1994)은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간의 관계에 관
한 실증적 연구 를 통해서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간에서는 정(positive)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즉,종사원 자신이 직무에 대해
서 만족을 느낄 때 고객서비스가 향상되며,나아가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이런 결과를 토대로 고객
만족이라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사원 만족이라는
변수를 중시하여야 하며,고객만족 지수가 경영의 중요한 지표가 되듯이,
종사원 만족지수도 또한 중요한 경영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제시하
고 있다.
예종석과 김동욱(1997)은 우리나라 기업의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고객만족 경영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지향성에 대한 이론
적 고찰 및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과의 관계,사업성과간
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우리나라 기업의 고객만족 경영을 제고할 수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그 연구 결과,첫째,고객만족경영의 도입여부에
따라 고객지향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두 번째로는 기업 내
조직특성,즉,최고경영자의 의미,부서간의 협력,보상시스템은 고객지향
성과 정(positive)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 번째로는 기업외부
환경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외부환경이 역동적일수록 고객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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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낮아지며,이질적이거나 적대적인 외부환경은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고객지향성이 높을수록 사업성
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상의 결과를 통해 고객지향성은 사업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또한 고객만족경영이라는
기업 활동이 실제 기업의 고객지향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그러나 사업성과에 대한 고객지향성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만큼 측정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측정도구의 수정
및 보완과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변수들을 밝혀내는 연구가 향
후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박성엽(1997)은 종사원 만족이 종사원
의 고객지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고객지향이라는 새로운 태도
(행동)관련 종사원 성과변수를 도입하여 종사원 만족과의 관계를 고찰하
였고,또한 고객지향이 고객만족에 이르는 과정을 관계의 질 측면,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의 연구의 측면에서 제시해 보았다.조절변수로서 시장
지향이나 종사원 재량권 등의 조직적 차원의 요인을 설정하여 그 상호작
용효과를 분석하였으며,그 결과 종사원 만족은 고객지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시장 지향이 고객지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마찬가
지로 검증되었다.다만 그의 연구에서 설정한 조절변수는 측정문제에서
기인한 결과로 예상했던 가설을 검증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종사원 만족이 고객지향에 미치는 영향은 동기부여,기술,
적성 등의 개인적 차원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또한 종사원의 고객지향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 및 서비스 접촉 상황과 서비스의 성격에 따른 고객지향과 고객만
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박봉규(1997)는 호텔종사원의 고객지향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개인특성이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또한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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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조직몰입이 자발적 행동의 매개역할을 통해 고객지향에 영향을 미치
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그 결과로는 첫째,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은
자발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이를 통해 고객지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그의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이론
에 근거하여 종사원의 자발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함으로
서,고객지향의 결정요인으로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보다 자발적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이러한 발견점은 종사원의 고객지향
성을 높이고자 할 때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의 제고 외에 종사원의 자발
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둘째,자아존중,
작업가치관 그리고 상위욕구는 인지적 및 감정적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
며,또한 상위욕구를 제외하고는 종사원의 자아존중과 작업가치관은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호텔종사원의 자발적 행
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지적 및 감정적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과 동시에 종사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직몰
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텔종사원 개개인의 자아존중,작업가치관 및 상
위욕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그러나 그의 연구는
횡단적 설계에 의존하고 있는데,고객지향성은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를 실시할 경우 고객지향의 결정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아울러 자발
적 행동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는 자발적 행동의 선행요인 파악 등 자발적 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종사원의 고객지향과 고객만족간의 관계 또한 검토할 필요
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김남재·강병서·유경환(2002)은 서비스 종사원의 역할모호성에 따른 고

객지향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역할모호성의 선행요인인 임파워먼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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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행동기준평가와 결과요인인 종사원만족과,고객지향성의 구조모델
을 설정하고 조사하였다.연구결과 종사원에 대한 상사의 고려,업무에 대
한 피드백,행동기준에 의한 평가 등이 원활할수록 역할모호성은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파워먼트와 상사의 고려는 종사원의 만족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종사원의 역할모호성은 종사원
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종사원 만족은 고객지향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그의 연구는 조직적
인 측면에서 관리자가 종사원을 평가하는 연구단위를 포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자와 종사원간의 관계를 정확히 다루지 못하였다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향후 연구에서는 종사원의 고객지향성과 그
에 따른 결과변수로서 고객이 평가하는 만족도를 동시에 살펴본다면 좀
더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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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및및및 가가가설설설의의의 설설설정정정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연구모형의 설정

모형이란 어떤 이론이나 현상 또는 사물 등을 가능한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어진 유질동형(IsomorphicConstruction)이다.즉,모형은 실제의 현상
에 대한 단순화된 모방으로서,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해
주고,연구자의 연구 의도를 나타내어 다른 사람도 그 모형을 보고 연구
의 개괄적인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본 연구는 교육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인 종사원을 내부고객으로 인식하고,그들을 만족시키
고,동기부여시켜 고객지향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최상의 고객만족을
창출하고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교육서비
스 기업의 내부마케팅 활동을 독립변수로 지정하고,직무만족 및 고객지
향성을 종속변수로 정하여 이론적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내부마케팅과 관련하여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을 연구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세 변수들을 같은 종속변수로 보지 않고 직무만
족을 조직몰입의 선행변수로 본다던지 혹은 고객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매
개변수로 본 연구(이용기외,1997;박봉규,1997;이철우,2001;박경호,
2002;등)가 대다수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을
일직선상에 같은 종속변수로 지정하여 내부마케팅 요인이 각 변수에 미치
는 영향력을 비교·측정하고자 하였다.따라서 다음의 〈그림 3-1〉에 본
연구의 이론적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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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

내부

커뮤니케이션

보상시스템

경영층 지원

교육훈련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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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H4

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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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시스템

경영층 지원

교육훈련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H1

H2

H3

H4

H5

H6

<그림 3-1>연구모형

2.가설의 설정

직무만족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이끌며,
이것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그러므로 종사원의 직무만족은 서비스에
앞서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김은희,2004).
Locke(1976)는 직무만족에 대한 문헌연구에서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

의 직무수행 혹은 조지구성원이 가지는 중요한 직무가치를 수행하고 있다
는 지각(Perception)에서 나오는 즐거운 감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직무만족
에 미치는 요소로서 도전적 직무,공정한 보상,지원적 작업환경과 지원적
동료관계 등을 지적하고 있다.또한 앞서 2장에서 제시한 Rafig &
Ahmed(2000)의 서비스 내부마케팅 모델을 보면 내부 마케팅을 통한 종사
원의 동기부여와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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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Arnett,Laverie& CharlieMclane(2002)은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 및

조직에 대한 자부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내부마케팅 요인으로,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역할명확’,공정하고 합당
한 ‘보상제도’,‘근무환경’,훈련이나 상사의 관심 및 공정한 행정에 해당하
는 ‘경영평가’의 4가지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그 결
과 보상제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제외되었고,경영평가요인이
직무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그는 이러
한 직무만족은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형성하고 직무만족 및 조직에 대한
자부심은 곧 종사원의 긍정적인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
호텔의 내부마케팅활동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대해 이미옥(2002)은

호텔 종사원의 인구 통계적 변수에 따른 호텔의 내부 마케팅 활동내용과
직무만족의 유의적인 차이를 알아보고,호텔의 내부 마케팅 활동과 종사
원의 직무만족간의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내부 마케팅은 보
상·교육,인터널 커뮤니케이션,근무환경 및 휴가제도의 4가지 요인으로
묶였고,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성별,학력,전공,고용관계,직위,소득 및
재직기간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결과,종사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내부 마케팅 활동에는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냄으로
써 가설 1을 채택하였다.또한 가설 2에 해당하는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
른 직무만족의 차이에서는 전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다.가설 3에서는 호텔의 내부 마케팅 활동내용과 종사원의 직무만족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이관표와 정승조(2003)는 ‘종사원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보상제

도 및 어학교육’,‘커뮤니케이션’은 종사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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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고 밝힌바 있다.
최정환과 백유경(2003)은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통

해 관리자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승진의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
한 승진제도의 정착 및 근무환경의 개선과 복지후생시설을 충분히 마련하
여 종사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고 하였다.이는 종
사원의 만족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내부마케팅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임파워먼트정도는 종업원의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것이다.
내부커뮤니케이션 정도는 종업원의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것이다.
보상시스템 정도는 종업원의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경영층의 지원 정도는 종업원의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 훈련 정도는 종업원의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종업원의 직무 만족 정도는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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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첫 단계가
바로 변수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Definition)이다.이러한 조작적 정의
는 측정을 위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세계의 구체적인 현상과 연결시키
는 과정이다.이때 변수란 하나의 개념을 대표하는 것으로,그것이 대표하
고 있는 특성이 갖는 값이나 강도 또는 크기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특히,사회 과학분야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많
은 관계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채서일,1999).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하는 변수들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 로 사용되거나 해석될 수 있으므로,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변수
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였고,또한 그에 따른 측
정항목을 제시하였다.

1.내부 마케팅(InternalMarketing)

내부마케팅은 기업과 종사원간의 관계로서,종사원을 내부고객으로 인
식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고,자발적인 행동 및 고객지향성을 극대화함으로
써 그들의 대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여 고객만족을 유도하려는 마케팅 활
동이다.본 연구에서는 내부마케팅 활동의 측정항목을 이미옥(2002))의 연
구를 근거로 ‘내부커뮤니케이션’,‘임파워먼트’,‘보상제도’,‘교육훈련’의 내
용을 담고 있는 20문항을 추출하였고,Arnett,Laverie& McLane(2002)
의 연구를 통해 경영층이 종사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경영층지원’항목을 첨가하여,총 23문항을 리커트 5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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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측정하였다.

2.직무만족(JobSatisfaction)

직무만족은 직무나 직무수행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개인의 감정적 태도
로 보고,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임금에 대한 만족도,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도,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상사에 관한 만족도 및 동료에 관한 만
족도 등을 포함시킨 복합적인 의미체계이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
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이철우(2001)의 연구에 서 ‘업무’,‘동료’,‘상사’,
‘월급’,‘승진기회’및 ‘고객’에 대한 만족의 6문항을 추출하고 백유경(2003)
가 작성한 ‘근무환경 및 인정’등의 만족에 관한 4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10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고객지향성(CustomerOrientation)

교육서비스 기관의 고객지향성을 고객을 향한 일련의 긍정적인 태도로,
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원이 고객의 욕구나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대
고객 접근자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Dienhart,Gregoire,

Downey& Knight(1992)가 제시한 서비스 지향성의 구성요소를 통해서
박경호(2002)가 사용한 4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총 4개의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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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인 조작적 정의
임파워먼트
(권한위임)

종업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함으로
써 종업원이 특별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부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최초 생산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전달 될 때까
지 업무상 커뮤니케이션

보상시스템 목표에 대한 합당한 보상,근무조건,인정등
경영층지원 일상의 조직 활동에 종업원의 참여,관심,지원
교육훈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직무만족
직무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태도로써 자신의 직무 또는
직무 경험을 평가하여 생기는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

고객지향성 고객을 향한 일련의 긍정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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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제1절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일반적으로 내부마케팅은 해당기관에서 전략적 관리의 주요한 부분으
로 인식되고 활동의 정도가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특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와 고객과의 관계는 소
비자가 개인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인적중심의 서비스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박정은 외,1998:배병렬과 이민우,2001)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는 교육서비스를 수행
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설문지는 직접면접을 통하여 주로 광주지역의 공공교육기관
이용자에게 총 150부가 배부되었고,12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한 11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ver.13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수집된 자료에 있어서 표본의 특성
은 다음 <표 4-1>과 같다.
결과에서 보면 응답자 중 남자가 48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42.1%,여

자가 66명으로 57.9%를 차지하고 있다.연령층은 26세이상이 전체 응답자
중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교육수준은 대졸이 7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 기간에 있어서는 1～3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60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52.6%나 된다.이러한 현상은 일반 교육기관에 있어 이직
율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이직율을 낮추기 위해서 내부 마케팅은 필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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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표본의 일반적 특성

성별
남자 48(42.1%)

연령
21～25세 22(19.3%)
26～30세 49(43%)

여자 66(57.9%) 31～35세 43(37.7%)

교육수준

고졸 2(1.8%)

근무기간

1년미만 21(18.4%)
대재 21(18.4%) 1～3년미만 60(52.6%)
대졸 81(71.1%) 3～5년미만 24(21.1%)
대학원재 6(5.3%) 5～7년미만 7(6.1%)
대학원졸 4(3.5%) 7～9년미만 0

9년이상 2(1.8%)

제2절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1.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에 앞서 가설검증에 필요한 각 구성개념들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측정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신뢰성은 측정하
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
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
타낸다.
내적 일관성 검증법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개의 항목을 이

용하는 경우 측정도구내의 항목별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
을 확인하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 측
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Cronbach'sAlpha계수를 이용한다.Cronbach'sAlpha에의한 신뢰성 검
증은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방법으로 측정수단의 신뢰
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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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분석에 있어 알파값에 대한 통일된 절삭기준은 없으나 통상적
으로 탐색적 연구분야에서는 0.50을 기준치로 활용하고,일반적으로는
0.70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채서일,1997).

2.타당성 분석

타당성은 측정하려고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가의 문제이다.즉,특정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위하여 개발한 측
정도구가 그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요인분석(Factoranalysis)은 여러 변수들의 저변에 존재하는 하나의

혹은 여러개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통계적 기법으로 여러개의 변수들을 그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자료를 축소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갖는다.또한 변수들을 요인별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기능
도 가지고 있다.
요인분석에는 탐색적(Exploratory) 요인분석과 확증적(Confirmatory)

요인분석이 있다.탐색적 요인분석은 연구 대상의 저변에 존재하는 잠재
요인을 찾아보거나,자료를 요인으로 축소하여 살펴보는데 사용한다.반면
확증적 요인분석은 잠재요인에 대한 가정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데 사용
한다.그렇다고 이 둘 사이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다만 확증
적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위해서는 통상 연구대상에 많은 사전적 지식을 갖
고 있어야 한다(SPSS사회조사분석,1999).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이 과정에서 적절한 요인
으로 묶이지 않거나,Alpha값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항목은 최종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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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생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있어서 요인추출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
인수를 줄이기 위한 주성분분석(PrincipalComponentAnalysis)방식을
사용하였으며,요인의 회전에는 직각회전(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4-2>외생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변인1 변인2 변인3 변인4 변인5

임파워먼트1 000...666999000 0.023 0.460 0.182 -0.068
임파워먼트2 000...777555777 0.020 0.067 0.283 0.158
임파워먼트3 000...666111666 -0.057 0.077 0.281 0.460
임파워먼트4 -0.031 0.020 0.285 -0.008 0.678
임파워먼트5 0.129 0.773 -0.081 -0.212 0.297
커뮤니케이션1 0.459 0.182 0.069 0.156 000...666666444
커뮤니케이션2 0.322 0.365 0.206 -0.092 000...666999444
커뮤니케이션3 0.364 0.271 0.299 -0.287 000...666333000
커뮤니케이션4 0.354 0.131 0.161 0.453 000...666777555
커뮤니케이션5 0.374 0.272 0.145 0.521 000...777555888
보상1 0.167 000...666333111 0.439 0.130 0.045
보상2 0.001 000...777999666 0.236 0.111 0.078
보상3 0.420 000...666777888 0.101 0.119 -0.270
보상4 -0.047 000...666999222 0.252 0.334 0.264
지원1 0.114 0.488 000...666222444 0.197 0.332
지원2 0.323 0.417 000...666999666 0.005 0.115
지원3 0.434 -0.032 000...666777444 0.438 0.070
지원4 0.290 0.166 000...777555555 0.099 0.323
지원5 0.159 0.210 000...777999000 0.247 0.227
교육1 0.259 -0.058 0.043 000...777111444 -0.051
교육2 0.226 0.198 0.375 000...777666111 -0.113
교육3 0.299 0.287 0.296 000...666111222 0.086
교육4 0.036 0.245 0.058 000...666888888 0.460
고유치 3.945 3.573 3.227 2.859 2.569
설명분산(%) 7.151 15.535 14.029 14.029 11.170
누적분산(%) 17.151 32.686 46.715 59.146 70.316
제거전Cronbach'sAlpha 0.550 0.829 0.810 0.873 0.720
제거후Cronbach'sAlpha 0.732 - - - -

외생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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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각 요인별로 적재치를 살펴 0.6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 처음 연구자가 의도한대로 5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
어 임파워먼트,커뮤니케이션,보상시스템,경영층의 지원,교육 및 훈련으
로 명명하였다.
<표 4-2>의 결과를 보면 임파워먼트의 구성항목 중 2개 항목이 요인

분석에서 이탈하였다.따라서 제거 전 Cronbach'sAlpha값은 0.550으로
통계적으로 수용가능하지만 0.7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2개 항목을 제
거한 후 신뢰성 분석의 결과 Cronbach'sAlpha값이 0.732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서는 해당 2개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표 4-3>내생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인1 변인2

직무만족1 000...777888222 0.118
직무만족2 000...888888888 0.051
직무만족3 000...777999888 0.165
직무만족4 000...999000222 0.107
직무만족5 000...777999999 0.155
고객지향성1 0.159 000...666111555
고객지향성2 0.056 000...777111777
고객지향성3 0.112 000...888000777
고객지향성4 0.028 000...777999999
고유치 3.572 2.148
설명분산(%) 39.690 23.867
누적분산(%) 39.690 63.557
Cronbach'sAlpha 0.892 0.674

2)내생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내생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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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변인으로 추출되었다.<표 4-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위한 변수와 관련하여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
용된 설명문항들의 요인적재치가 요인별로 모두 높게 나왔으며,이를 직
무만족,고객 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두 요인을 설명해주는 누적분산은 63.557%였으며,Cronbach's

Alpha분석 결과 직무만족은 α=892,고객지향성은 α=0.674로 분석되었다.

제3절 가설의 검증 및 연구모형 적합성 검증

1.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 결과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위별 척도들을 요읹적
재치로 단일화 하여 이에 대하여 서로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어느 정
도의 관계를 갖는 지를 알아보고,공분산 구조모형의 검증 기초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표 4-4>와 같
이 연구 단위들 간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연구 단위들을 추후 분석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4-4> 상관관계 분석

임파워먼트 커뮤니
케이션

보상
시스템

경영층
의지

교육
훈련

직무
만족

고객
지향성

임파워먼트 1.00
커뮤니케이션 0.58 1.00
보상시스템 0.46 0.82 1.00
경영층의지원 0.46 0.67 0.74 1.00
교육훈련 0.45 0.63 0.60 0.57 1.00
직무만족 0.45 0.55 0.59 0.72 0.71 1.00
고객지향성 0.42 0.43 0.33 0.26 0.58 0.50 1.00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1level(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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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모형의 검증

다음 <표 4-5>는 내부 마케팅활동에 영향을 받은 직무 만족 그리고
고객지향성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제시된 연구모형에 대한 모수 추정
및 적합도 검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 추정치와 표준화 계수 그리고 표준 오차 및 검정 통계량
( )을 통해 검증하였다.분석은 LISREL윈도우 버전 8.30을 사용
하였으며,추정은 ML(Maximum Likelihood)법에 의해 추정하였고,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표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관관계 Matrix를 사
용하였다.

<표 4-5>모수 추정 및 적합도 검증 결과

변수 측정항목 LISREL
측정치 표준오차 t-value 표준화

추정치 SMC

임파워먼트(ξ ) LX11 1.000 0.030 33.139 1.000 1.000
내부커뮤니케이션(ξ ) LX22 1.000 0.030 33.136 1.000 1.000
보상시스템(ξ ) LX53 0.891 0.103 8.680 1.000 1.000
경영층의지원(ξ ) LX64 0.390 0.097 4.036 0.724 0.525
교육훈련(ξ ) LX105 0.689 0.127 5.416 0.689 0.475
직무만족(η ) LY41 0.886 0.086 10.319 1.119 1.253
고객지향성() LY51 0.792 0.081 9.754 1.000 1.000

Chi-Square/df=76.47/49(p=0.00726)
GFI=0.985 AGFI=0.948 NFI=0.978 NNFI=0.974
CFI=0.992 RMSR=0.0164 StabilityIndex=0.559

위의 <표 4-5>에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변수가 검정 통
계량( )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연
구모형의 적합도 또한 우수한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연구모형의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인 GFI는 0.985로 높은 적합지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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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적합 지수인 AGFI또한 0.948로 높은 적합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형의 간명성을 보여주는 지수인 NFI도 0.978으로 높게 제시되었
으며,NNFI도 0.974로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Chi-Square/df의 결과도
76.47/49(p=0.000)로 우수한 모형으로 분석되었다.그리고 제시된 연구모형
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수인 StabilityIndex또한 0.559의 결과로 1이하
의 값을 보여주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이 안정적임을 나타내 주
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마케팅 활동에 의한 교육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통한 고객지향성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제시된 본 연구의 모
형은 현실을 잘 반영한 모형으로서 그 설명력 또한 높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입증되었다.

3.가설의 검증

제3장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 구조 분석(LISREL)을
실시하였으며,검증에 사용된 방법은 ML(Maximum Likelihood)법에 의한
추정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검증에 사용된 통계량은
LISREL경로계수와 표준화 추정치를 통해 설정된 경로의 강도를 확인하
고,검정통계량인 의 확인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가
설의 채택과 기각 여부를 결정하였다.
가설1부터 가설5까지는 교육서비스 기관의 내부마케팅활동이 직무만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4-6>과 같다.내부마케팅 활동 중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를 나타내는 GA11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312,t-값은 2.260으로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하였다.또한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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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GA12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424,t-값도 10.557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그리고 보상시스템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GA13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304,t-값은 3.897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가설 4인 경영층의 지
원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GA14의 경우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184이고 t-값은 2.831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5인 교육훈련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GA15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172이고 t-값도 2.066으로 95%신뢰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내부 마케팅 활동이 해

당조직의 직무만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이는 앞
서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 결과이다.

가설
번호 가설경로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value 표준화추정치

검증
결과

H1 임파워먼트(ξ )→직무만족(η ) GA11 0.312 0.069 2.260 0.312 채택

H2 커뮤니케이션()→직무만족() GA12 0.424 0.040 10.557 0.424 채택

H3 보상시스템()→직무만족() GA13 0.304 0.078 3.897 0.304 채택

H4 경영층지원()→직무만족() GA14 0.184 0.065 2.831 0.184 채택

H5 교육훈련()→직무만족() GA15 0.172 0.032 2.066 0.172 채택

<표 4-6>내부마케팅활동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검증 결과

마지막으로 가설 6으로 설정한 내부 마케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계를 설정한
검증 결과를 보면 다음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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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간의 관계 검증 결과
가설
번호 가설경로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value 표준화추정치

검증
결과

H6 직무만족()→고객지향성() BE21 0.515 0.068 4.966 0.515 채택

결과를 보면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BE21의 표
준 경로계수는 0.515로 분석되었으며,t-값은 4.966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 교육기관 종사자의 직무

만족에 내부 마케팅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며,이렇게 내부 마케팅활동에
영향을 받은 직무만족의 정도는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고객지향성에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해당 조직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내부 마케팅활동을 전
략적인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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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 기관의 종사자가 지각하는 내부마케팅 요인들
즉,임파워먼트 정도,내부커뮤니케이션 정도,보상시스템,경영층의 지원,
교육훈련 등이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내부마케팅의 개념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검

토하였다.또한 이러한 내부마케팅의 요소를 통해 직무만족 그리고 고객
지향성 등 결과요인에 관한 이론적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고객의 해당 교육기관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마케팅 활용요인들을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
중 임파워먼트,내부커뮤니케이션,보상시스템,경영층의 지원,교육훈련으
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서비스 기관의 제공 서비스 요인의 고객
지향적 제공은 고객과의 관계의 질(신뢰,만족)을 향상시키게 되며,이는
결국 충성도를 높이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 첫째,교육기관의 내부 마케팅 활동이 종사자 직무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교육기관의 대고객
서비스에 있어서의 권한위임,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목표 달성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인정,경영층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종사자의 자기계
발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 해주는 것으로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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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교육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 수준이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해당기관을 찾아오는 고객들로
하여금 친근감과 귀속감을 불러일으켜 지속적인 충성고객으로 만드는데
큰 요인이 될 것이다.교육 종사자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는 노력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맞춤화된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 및및및 향향향후후후 연연연구구구 방방방향향향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첫째,표본 추출에 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인구 통계학적인 면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표본을 확보하고자 시도하였지만,추출된 표본이 국내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 행태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교육기관 즉,공공부문 혹은

사설기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입증한 연구모형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함께 교육기관의 다양한 내부 마케팅 활동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연구적 접근과 활용 행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
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두 번째로,현재 교육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운영 방식이 존재한다.교육

기관 종자들은 이러한 운영방식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직무만족 행태를 보이거
나 그 고객 지향성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유형을 단순히하여 분석하였다.부족한 점으로는 교육기관 종사자가 선호하
는 운영방식에 따른 세분화를 통해 각각의 세분화된 부분별로 고객지향성 높
은 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 중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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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세 번째로,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고객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교육기관의 운영형태와 설립형태에 따라 지향
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된 내부 마케팅활동을 종사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향후 연구에
는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 및 설립 형태의 세분화와 교육 종사자들의 교육기
관 선호 유형에 따른 시장 세분화를 통해 성공적인 고객지향성 확보를 위해
각각의 세분화된 부분별로 중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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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서비스 기관 현황 조사조사조사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본 조사에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연구는 국내 교육서비스 기관의 내부마케팅 노력과 관련한 종사자 여러

분들의 의견을 기초로 국내 교육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항수가 다소 많습니다만,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국내 교육 서비스
분야의 대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답변하
여 주십시오.
본 설문지는 교육서비스 분야의 내부마케팅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의

실증연구에 사용될 자료 수입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귀하가 응답해 주신 내
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질문들은 정답이 없는 내용으로 국내 교육서비스 분야의 내부

마케팅 현황에 대한 답변자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연 구 자 :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대    상 : 교육 서비스 분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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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 문항들은 귀하가 근무하는 교육서비스 기관의 내부마케팅과 관

련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업무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허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동료들이 문제해결에 자신의 판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동료들에게 독창력을 북돋워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동료들에게 주도권을 많이 허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과업을 부여하기만 하고, 동료들이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동료들이 좋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회사는 나의 성과가 어떻게 평가도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업무성과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정기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우리 부서의 계획에 관하여 정기적인 정보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업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보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수강생만족을 성취하는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회사는 직원들을 보상하기위하여 수강생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회사는 승진과 보상에 있어서 적절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회사는 동종의 회사들 중에서 근무하기에 최상의 회사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관리자들은 자신의 분야의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직원들

     의 업무관련 자기계발을 독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경영층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경영층은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경영층은 개방된 의사소통을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경영층은 계획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 직원들을 참여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20. 회사는 내가 많은 양의 훈련을 받도록 고무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회사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교육훈련기간은 내가 현재의 수강생요구와 미래의 수강생요구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회사는 목표고객의확인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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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직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지지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지지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나는 동료들 간 신뢰감이 있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상사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의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현재하고 있는 업무가 적성이 맞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하고 있는 업무 자체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의 비전은 수강생 만족임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는 수강생 요구의 이해를 중요한 경쟁요인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자주 체계적으로 수강생 만족을 측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는 수강생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이

     디어 창출의 원천으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ⅢⅢⅢ. . . .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항목은 항목은 항목은 항목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관련 관련 관련 관련 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 . . . 각 각 각 각 문항에 문항에 문항에 문항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표하여 표하여 표하여 표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1. 1. 1. 1.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성별은성별은성별은성별은?  ?  ?  ?     ① 남        ② 여

        2. 2. 2. 2.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연령층은연령층은연령층은연령층은? ? ? ? 

     ① 21세~25세  ② 26세~30세  ③ 31세~35세  ④ 36세~40세  ⑤ 41세 이상 

        3. 3. 3. 3.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교육수준은교육수준은교육수준은교육수준은? ? ? ?   

     ① 고졸    ② 대재    ③ 대졸　  ④ 대학원재    ⑤ 대학원졸  

        4. 4. 4. 4.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근무기간은근무기간은근무기간은근무기간은? ? ? ? 

     ① 1년미만  ② 1~3년미만  ③ 3~5년미만  ④ 5~7년미만  ⑤ 7~9년미만  

     ⑥ 9년이상 

        5. 5. 5. 5.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월 월 월 월 급여는급여는급여는급여는?  ?  ?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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