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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터널 마케팅은 호텔이 직원에게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직원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에 인터널 마케팅이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조적 ‧ 체계적으로 실증분석하고, 특히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행동유

형(DISC)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27개 특급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66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부 마케팅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긍정

적이었다. 시사점은 호텔은 인적서비스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임으로 종업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세부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널 마케팅(보상시스템, 권한위임, 커뮤니케이션), 직무만족(근무지속성, 보람과 성취, 발전가능성)에

서 사교형(I)과 다른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텔 관리자는 해당 행동 유형(DISC)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여 직원의 업무 능력과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교육과 같은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조직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향후과제는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특급호텔 이

외의 다른 성급도 포함하여 연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I analyzed the structural and systematic effects of internal marketing on Job satisfaction. In particular, I analyzed Difference of 

influence between groups in behavior types (DISC).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internal marketing on job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m had a positive effec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influenc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behavior 

type (DISC),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terms of work durability, reward and achievement, and development 

potential. In particula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ocial type and the other types. Therefore, the hotel manager should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ypes of behaviors (DISC) to improve the employee's job ability and raise mo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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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호텔산업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제조 ‧ 판매업에 비해 인적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호텔은 종업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신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고객에게 진정어린 마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터널 마케팅은 필수적이다. 즉 고객들은 종업원에게 제공받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그 호텔에 대

한 이미지 형성 및 지각된 서비스 품질을 통해 고객만족 및 재구매 등을 결정하게 된다. Hochschild(1983)는 종업원이 내면에서 

진실로 느껴지지 않는 정서를 가장하여 표면행위(surface acting)를 할 경우에는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고 정서고갈 및 자아효능감

이 떨어져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표현하기를 원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거나 경험하기 위하여 심층행위

(deep acting)를 할 경우에는 자아효능감 및 직무만족도가 높아져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Hochschild(1983)는 직원들이 내부에서 느껴지지 않는 감정에 대한 표면 행동을 수행 할 때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며 감정적 인 고

갈과 자기 효능감이 악화되어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자기 효능감과 직무 만족도는 깊은 

행동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효분(2005)은 호텔 레스토랑 및 패밀리 레스토랑의 인터널 마케팅은 내부 

고객의 긍정적인 태도를 창출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며 외부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비스 품질은 고객 접점(MOT)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고객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고객 서비스를 수행하

는 직원의 직무 능력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와 같은 다양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촉진

해야한다. 이를 통해 직원 만족도 및 조직 몰입도를 개선하고 경영 성과를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김길

선(2012), 송연숙(2008)은 종업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이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원만한 신뢰관계 형성 등을 통해 고객만족, 재구매의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한편, 이인정(2001)은 일

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특성으로는 성격, 인성, 기질 등을 들 수 있고, 전기상(2008)은 종업원들이 스스로 일

으키는 내적동기는 조직성과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서비스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DISC(행

동유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에니어그램, MBTI, 에고그

램, DISC 등이 사용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DISC(행동유형)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DISC(행동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구성은 

Marston의 연구를 토대로 이미 신뢰상과 타당성이 검증된 개인행동유형 진단지(PPS)를 이용하였다. 이는 행동 유형별로 직무 적

합성 및 선호 환경에 대한 이론을 제안함으로써 조직 단위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널 마케팅의 직원 만족도

에 대한 구조적 ‧ 체계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인터널 마케팅 및 직무 만족도에 따른 행동 유형(DISC)의 차이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2. 관련연구

2.1 인터널 마케팅에 관한 선행연구 

김정근(2016)은 금융기관의 인터널 마케팅 전략이 은행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경영층지원, 보상제도, 의사소통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권한위임과 교육연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Lings and Greenley(2009)는 오스트리아에 소재하는 소매점의 슈퍼마켓, 백화점, 의류 판매점, 건강 ‧ 미용제품 판매점 매니

저를 대상으로 내 ‧ 외적 시장지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인터널 마케팅 지향은 종업원 동기유발과 시장지

향에 정(+)의 영향을, 종업원 동기유발은 고객만족과 시장지향에 정(+)의 영향을, 시장지향과 고객만족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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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Hochschild (1983)의 경우 직원이 진정으로 내면에서 진실로 느껴지지 않는 정서를 가장하여 표면 행동을 수행 할 때 직원의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고 정서적 고갈과 자기 효능감이 저하된다. 실제로 더 깊은 행동을 취하는 경우 자신이 표현하고자하는 감

정을 느끼거나 경험할 때 직원 복지, 자기 효능감 및 직업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

직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재규 ‧ 박문곤(2013)은 종업원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종업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은 직무만족과 서비스품질을 높인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2.3 행동유형(DISC)에 관한 선행연구

호텔 스트레스에 대한 호텔 직원 행동유형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손미혜(2013)는 사교형 유형이 가장 스트레스가 낮고 안정

된 유형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호 ‧ 조민영(2007)은 호텔 종업원의 행동유형(DISC)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타부서의 업무부담과 불확실한 명령은 C형(신중형)이 I형(사교형)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상사와

의 관계에서 C형(신중형)이 외향적 성격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2.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이전 연구의 대부분은 내부 고객의 내부 만족도 및 조직성과에 대한 인터널 마케팅의 영향 또는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종업원

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터널 마케팅과 직무 만족 간의 영향 관

계를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인터널 마케팅의 영향에 따른 행동 유형(DISC)별 직무 만족도의 차이를 심도 있게 분

석 하였다. 이를 통해 호텔 관리자는 내부 고객의 행동 유형(DISC)에 따른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교육, 배치 및 관리 지

침과 같은 차별화 된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다.

3. 연구 설계 

3.1 연구가설의 설정

3.1.1 인터널 마케팅과 직무만족의 관계

인터널 마케팅은 직원을 내부 고객으로 인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의 노력이다. 환

대 산업에 종사하는 호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직무 만족을 통해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전략적 관리 프로세스로 이해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직원의 동기 유발을 유도 할 수 있는 보상 체계, 작업 환경 개선, 안정적인 고용 및 열린 의사소통 등 다양한 활동이 

임직원의 직무 만족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과의 원활한 상호 작용 등 모든 경영 활동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점

이 있다. Gounaris and Spiros(2008)은 직무만족은 인터널 마케팅의 실행과 긍정적인 정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인터널 마케팅 지

향은 인터널 마케팅과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 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인터널 마케팅과 직

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및 이론적 

고려를 바탕으로 내부 마케팅이 직원 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되었다.

가설 1: 인터널 마케팅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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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변수들의 영향력에 따른 행동유형(DISC)별 차이분석

일반적으로 서비스종업원의 DISC(행동유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동유형(DISC)을 D(주도형), I(사교

형), S(안정형), C(신중형)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인터널 마케팅의 영향력 차이와 직무만족의 영향력 차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수들의 영향력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하였다.

가설 2: 인터널 마케팅의 영향력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직무만족의 영향력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실증분석

4.1 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호텔산업의 인터널 마케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종업원들의 행동유형(DISC)에 따른 영향력 차이에 관한 실

증연구이다. 이 설문지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27개 고급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

사는 2014 년 9 월 20 일부터 12 월 30 일까지 실시되었으며, 275 명 중 266 명(96.7%)이 사용되었으며, 5명의 불성실 응답과 4명

의 중복체크는 제외되었다.

4.2 특성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포함 된 주 변수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인터널 마케팅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는 인과 관계 변수가 주로 직무 만

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characteristic variables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상관관계

보상제도 고용안정 권한위임
서비스

교육

커뮤니

케이션
업무만족

근무 

지속성

보람과 

성취

발전 

가능성

보상제도 3.14 .64 1

고용안정 3.08 .56 .159 1

권한위임 3.21 .64 467** .115 1

서비스교육 3.27 .68 285** .173* .202* 1

커뮤니케이션 3.23 .71 .215* .147* .482** .343** 1

업무만족 3.22 .74 347** .141* .458** .321* .224* 1

근무지속성 3.17 .72 .260* .135* .352* .463** .387** .332* 1

보람과 성취 3.15 .68 354** .153* .144* -.132 288** 354** .142 1

발전가능성 3.08 .73 .126 .102 .248* .215* .113 305** 246** .241** 1

주) * : p<0.1, ** : p<.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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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증

4.3.1 인터널 마케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설 1: 인터널 마케팅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회귀식에 포함된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F=7.613(0.000), R2=0.554, 근무지속성에 9.318 

(0.000), R2=0.385, 보람과 성취에 F=7.631(0.000), R2=0.563, 발전가능성에 F=8.612(0.000), R2=0.374로서 적합한 회귀식이 산출

되었다.

인터널 마케팅이 업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커뮤니케이션 변수가 업무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계수=0.264, t값=4.524, p=0.001). 이는 기업 내 자유로운 의사소통 분위기 및 다양한 소통 체널과 상호 정보교류 등이 원활할

수록 직원들의 업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보상제도, 권한위임, 서비스교육도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 계수=0.234, t값=4.512, p=0.001), (β 계수=0.164, t값=3.082, p=0.001), (β 계수=0.127, t값=2.582, p=0.015). 

반면 고용 안정성은 직무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터널 마케팅이 근무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커뮤니

케이션 변수가 근무지속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계수=0.274, t값=4.620, p=0.000). 보상제도, 고용안정, 권

한위임도 근무지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계수=0.136, t값=2.402, p=0.012), (β 계수=0.205, t값=4.103, 

p=0.001), (β 계수=0.203, t값=3.934, p=0.001). 반면 서비스 훈련은 직무 연속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보상과 성취에 

대한 내부 마케팅의 효과는 위임과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계수=0.175, t값=3.573, p=0.000). 보상제도, 커뮤

니케이션도 보람과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β 계수=0.103, t값=2.643, p=0.014), (β 계수=0.235, t값=3.136, 

p=0.010) 반면 서비스교육은 보람과 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터널 마케팅이 발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

과, 보상제도가 발전가능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계수=0.215, t값=4.351, p=0.000). 고용안정, 권한위임, 서

비스교육, 커뮤니케이션도 발전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계수=0.147, t값=2.486, p=0.012), (β 계

수=0.158, t값=2.835, p=0.001), (β 계수=0.152, t값=2.633, p=0.050), (β 계수=0.242, t값=2.674, p=0.013). 

Table 2. The effects of internal marketing on job satisfaction

구분 업무만족 근무지속성 보람과 성취 발전가능성

(상수) 3.681 (77.852) 3.467 (68.738) 3.284 (66.435) 3.186 (58.043)

보상제도 0.234*** (4.512) 0.136* (2.402) 0.103* (2.643) 0.215*** (4.351)

고용안정 0.078 (1.741) 0.205*** (4.103) 0.046 (1.038) 0.147** (2.486)

권한위임 0.164*** (3.082) 0.203*** (3.934) 0.175*** (3.573) 0.158*** (2.835)

서비스교육 0.127* (2.582) 0.087 (1.537) 0.089 (1.615) 0.152* (2.633)

커뮤니케이션 0.264*** (4.524) 0.274*** (4.620) 0.235** (3.136) 0.242** (2.674)

R2 0.554 0.385 0.563 0.374

F 7.613*** 9.318*** 7.631*** 8.612***

주) * : p<0.1, ** : p<.05, *** : p<0.01에서 유의, (   )은 t값임

4.3.2 인터널 마케팅의 영향력에 따른 행동유형(DISC)별 차이분석 

가설 2: 인터널 마케팅의 영향력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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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설의 행동유형(DISC) 즉, D형(주도형), I형(사교형), S형(안정형), C형(신중형)에 따른 인터널 마케팅의 영향력을 분석

하기 위해 ANOVA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행동유형(DISC)에 따른 보상제도, 권한위임, 커뮤니케이션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으나(F=3.047, p.001),(F=2.856, p.003),(F=3.206, p.003), 고용안정, 서비스교육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보상제도는 주도형과 사교형(a<b)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교형(I형)이 주도형(D형) 

보다 급여인상, 고객평가 결과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권한위임은 주도형과 사교형(a>b)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주도형(D형)이 사교형(I형) 보다 의사결정의 자율성 허용, 주도권 허용 등의 권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주도형과 사교형(a<b), 사교형과 안정형(b>c)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사교

형(I형)이 주도형(D형)과 안정형(S형)(b>c) 보다 표현의 자유, 업무하달이나 성과에 대한 지침이나 정보가 잘 전달되는지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3. Analysis of difference by behavior type (DISC) according to influence of internal marketing

구분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post-hoc 

보상시스템

집단-간

집단-내

3.248

131.207

5

260

1.624

0.651 3.047 0.001***

ab**

 bc

 ac합계 134.455 265

고용안정

집단-간

집단-내

0.270

105.683

5

260

0.135

0.528 2.173 0.675

 ab

 bc

 ac합계 105.953 265

권한위임

집단-간

집단-내

3.648

134.429

5

260

1.824

0.672 2.856 0.003**

ab**

 bc

 ad합계 138.077 265

서비스교육

집단-간

집단-내

0.250

89.243

5

260

0.125

0.446 0.203 0.759

ab

bc

ac합계 89.493 265

커뮤니케이션

집단-간

집단-내

3.496

137.084

5

260

1.748

0.685 3.206 0.003**

 ab*

bc**

 ac합계 140.580 265

주) * : p<0.1, ** : p<.05, *** : p<0.01

주) a=주도형, b=사교형, c=안정형, d=신중형

4.3.3 직무만족의 영향력에 따른 행동유형(DISC)별 차이분석 

가설 3: 직무만족의 영향력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기 가설의 행동유형(DISC) 즉, D형(주도형), I형(사교형), S형(안정형), C형(신중형)에 따른 직무만족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ANOVA분석을 하였다. 행동유형(DISC)에 따른 근무지속성, 보람과 성취, 발전가능성은 유의마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F=2.612, p.034), (F=2.576, p.030), (F=2.655, p.010), 업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근무지속성은 사교형과 안정형(b<c)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람과 성취는 사교형과 신중형(b>d)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교형(I형)이 신중형(C형) 보다 보람과 성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전가능성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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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사교형(a>b)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주도형(D형)이 사교형(I형) 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Analysis of differences by behavior type (DISC) according to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구분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post-hoc 

업무만족

집단-간

집단-내

0.538

105.418

5

260

0.269

0.527 0.453 0.528

 ab

 bc

 ac합계 105.956 265

근무지속성

집단-간

집단-내

2.708

123.642

5

260

1.354

0.618 2.612 0.034

 ab

bc*

 ac합계 126.356 265

보람과 성취

집단-간

집단-내

2.452

109.641

5

260

1.226

0.548 2.576 0.030*

 ab

 bc

bd*합계 112.093 265

발전가능성

집단-간

집단-내

2.750

136.674

5

260

1.375

0.683 2.655 0.010*

ab*

 bc

 bd합계 139.424 265

주) * : p<0.1, ** : p<.05, *** : p<0.01

주) a=주도형, b=사교형, c=안정형, d=신중형

5. 결 론 

본 연구는 인터널 마케팅의 직원 만족도에 대한 구조적 ‧ 체계적 영향을 조사하고, 특히 변수의 영향에 따라 행동유형(DISC)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깊이 있게 조사하였다. 이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27개 특급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275부 중 불성실한 응답 5부, 중복체크 등 4

부를 제외한 266부(96.7%)를 분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 Ver. 19을 이용하였고, 통계분석은 

빈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Scheffe의 사후검정을 하였다. 응답자 특성은 성별은 남성 115명(43.2%), 여성 151명(56.%)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2명(68.4%)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은 84명(31.6%)으로 나타났다. 호텔등급별로는 특1급이 153

명(57.5%)으로 나타났으며, 특2급이 113(42.5%)으로 나타났다. 행동유형(DISC)은 사교형이 113명(42.5%)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도형이 64명(24.1%), 신중형이 58명(21.7%), 안정형이 31명(11.7%)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널 마케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 분석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널 마케팅의 영향력에 따른 행동유형(DISC)별 차이 분석 결

과, 보상제도, 권한위임, 커뮤니케이션은 사교형(I형)과 다른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3.047, p.001),(F=2.856, 

p.003),(F=3.206, p.003), 고용안정, 서비스교육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제도는 주도형과 사교형(a<b)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교형(I형)이 주도형(D형) 보다 급여인상, 고객평가 결과 활용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한위임은 주도형과 사교형(a>b)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주도형(D형)이 사교형(I형) 보다 

의사결정의 자율성 허용, 주도권 허용 등의 권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주도형과 사교형(a<b), 

사교형과 안정형(b>c)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교형(I형)이 주도형(D형)과 안정형(S형)(b>c) 보다 의사표현의 자

유, 업무지시나 결과에 대한 지침이나 정보가 잘 전달되는지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만족의 영향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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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행동유형(DISC)별 차이 분석 결과, 근무지속성, 보람과 성취, 발전가능성은 사교형(I형)과 다른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으나(F=2.612, p.034), (F=2.576, p.030), (F=2.655, p.010), 업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속

성은 사교형과 안정형(b<c)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안정형(S형)이 사교형(I형) 보다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근무

하기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보람과 성취는 사교형과 신중형(b>d)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교형(I형)이 신중형

(C형) 보다 보람과 성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전가능성은 주도형과 사교형(a>b)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이는 주도형(D형)이 사교형(I형) 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의미는 호텔이 인적 서

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상세한 관리를 통해 직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해야 할 때이다. 특히, 사교형 유형(I 유형)

과 다른 유형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호텔 관리자는 이러한 유형의 행동(DISC)의 차이점을 고려해야한다. 이는 직

무 만족뿐만 아니라 조직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본 연구의 향후과제는 첫째,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특급호텔 이외의 다른 성급도 포함하여 연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널 마

케팅 변수를 5가지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좀 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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