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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one of the organizational behaviors that contribute to the performance of  a company, we introduce 

'Servic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OCB)'. In this study, we focus on voluntary 

behaviors than a formal action specified in the job description. Since Organ(1986) proposed the concep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the reason that many researchers have noted OCB  has 

been discretionary. 

  Our purpose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systematically to construct the factors 

affecting SOCB as a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Second, it is to test the antecedent(service 

orientation) and the mediating variable(service commitment). Third, our study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in overall dimensions.  

1. 서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는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과의 접점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가상공간에서의 소통 비중이 커지고 있고 실제공간으로 확장된다. 그 특성으로 인해 고객접점

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전 직원에게 접점직원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온라인 소셜 인맥의 영향력과 가치는 멧칼피의 법칙(Metcalfe's Law)으로 설명될 수 있다. 원래는 전

자통신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멧칼피의 법칙은 이용자 수의 증가와 함께 네트워크의 가치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낸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은 호혜집단의 개념을 시간, 공간, 네트워

크의 측면에서 확장시키며 참여자들을 위한 엄청난 양의 소셜자본을 창출해 낸다(전성민 역, 2010). 소셜

자본은 자동적으로 기업 역량 및 재무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 기업 차원의 인식과 활용이 중요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의 성공 여부는 임직원들의 참여에 달려있다. 그리고 조직 내․외부

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 직원이 참여하여 오프라인의 접객직

원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고객을 직접 대하면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서비스지향성이 그 기업의 서비스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기업의 서비스지향성은 고객접점에서 구성원의 행동(언행)으로 옮겨짐으로서 고객만족 및 조직성과를 

달성한다. 그러한 기업구성원의 행동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지향적 조직시민행동’이다. ‘서비스지

향성’과 ‘구성원의 행동’ 사이에서, 일종의 의지 및 마음가짐으로서 ‘서비스몰입’이 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다. 

  서비스지향적 조직시민행동으로 대표되는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기업전략에 초점을 맞춘 행위는 SNS

로 인해 고객접점이 확대되는 지금 시점에서 서비스기업의 경영에서 더 중요해졌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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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증가는 전사적으로 참여와 변화의 확산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2. 이론적 검토 

2.1 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고객서비스는 고객과의 소통에 기반을 한다. 고객과 소통 통로의 중심이 빠르게 SNS로 옮겨지고 있

다. 그리고 기업과 고객의 소통과 협업을 증진시키고 있다. 기업의 SNS 활용역량에 따라서 기업내부 및 

고객과의 소통의 정도가 달라진다. SNS를 통한 고객과의 협업은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서비스 

프로세스에 고객이 참여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성공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서로의 생

각과 지식을 교류하는 프로세스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고객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것은 기업이 고객가치 창출과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전략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기업이 SNS

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서비스지향성과 몰입이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커지고 있다. 

 

2.2 서비스지향성  

  서비스 조직의 고객접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이 기업의 서비스비전에 맞추어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활동하는 것은 탁월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 서비스 접점 종업원은 고객과 상호 작용하

므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조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Lytle et al., 1998). 기업에서 고객 

서비스가 실현되는 주요 영역은 서비스 조직의 고객 접점이므로, 그 접점에서 서비스 직원의 행동에 따

라 조직 차원의 서비스 성과가 결정된다. 

  기업의 서비스 지향성은 그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며, 또한 그것에 대한 개인의 인식, 믿음

을 의미한다. 기업의 서비스지향성은 구성원이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실제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 인식은 

기업의 서비스 관행과 절차, 보상체계 등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행동을 유도하고 그 실행과 구성원에 대한 보상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동일한 방

향성을 가질 때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Lytle 등(1998)이 제시한 서비스지향성의 정의를 보면, 탁월한 

서비스를 창조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행동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조직의 정책과 관행, 절차의 집합으로서 

조직의 폭넓은 적용(정도)을 의미한다고 한다. 

  서비스 조직에 있어 탁월한 서비스 관점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을 나타내는 것이 

서비스지향성이므로, 서비스지향성은 기업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주요 방안이 된다. 그것의 형성과 아울

러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서비스지향성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조직의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구성원의 서비스 행동을 통해서 실현된다.  

  서비스지향성이 조직의 정책과 관행에 의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창출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접점의 직원들은 고객과 직접 

교류하고 고객관련 정보처리 프로세스를 담당하게 된다(Parkington & Schneider, 1979). 그러므로 서

비스기업 경영에 있어서 서비스 접점직원들과 고객을 경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고객만족은 대부분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와 관련된다. 서비스 가치는 생산적인 직원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 

직원은 조직의 정책과 수준 높은 직원 지원서비스에 의해 생겨난다(Lytle et al., 1998). 서비스 접점 

직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업의 서비스지향성을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구체화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와 관행이 활용될 수 있다. 그 요소들을 통해 구성원의 서비스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서비스 비전을 내재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객 접점의 확대는 기업의 서비스지향성을 인식해야 하는 대상의 확대를 가져온다.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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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기업 상황에 맞추어서 잠재력이 큰 선행요인을 활용하는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업환경의 

분석에 의해 기업정책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지향성에 관련되는 요인 및 직원들의 인식

은 가변적인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도 정책운영에 있어 감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구성원의 역할도 서

로 다르고 상호작용하며 서비스 형성에 관여한다. 기업의 정책설계 시 구성원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요소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서비스지향성은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Ployhart, Weekley & 

Ramsey, 2009; Yoon, Chol & Park, 2007). 서비스지향성은 직원의 서비스 수행에 대한 고객의 긍정

적인 인식을 높이고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Wu, Liang, Tung & Chang, 

2008). 사업전략에서 서비스지향성이 높을수록 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과는 더 커진다(Homburg, Hoyer 

& Fassnacht, 2002). 서비스 지향성이 높은 직원은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서비스 직무수행 성과도 높은 

점에 주목할 수 있다(Cran, 1994). 조직이 우수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고객가치 창출을 중시하여 

실적을 통해 구체화 될수록, 구성원의 행동을 통해 서비스지향성이 조직성과로 연결되는 힘이 커진다.

  기업은 SNS 활용 시점에서 서비스에 참여하는 구성원 역할의 체계화와 동기부여에 더욱 관심을 가져

야 한다. 고객이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품질을 인지하기까지 그 품질의 결정은 서비스 프로세스

의 각 단계에 있는 전 직원의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 고객응대 및 고객에 가까운 프로세스 일수록 그 

역할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지향성은 SNS 활성화 필요성과 

맞물려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기업의 전 직원들이 고객서비스 프로세스와 자신의 역

할을 이해하며, 그들의 활동이 고객접점에 초점이 맞추어 지도록 하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2.3 서비스 몰입 

  서비스몰입은 개별 종업원이 고객에게 이로울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종사하는 데 적절한 성향(propensity)이다. 기업은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집중하고 그

들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조직은 몰입을 조직

성과로 연결하고 몰입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입장에서 몰입의 전후관계 프로세스를 구성한

다.  

  서비스기업에서 개인의 업무수행과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종업원의 서비스몰입을 든다. 경쟁

이 치열해질수록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며, 차별화의 실현은 인적자원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다. 표준화된 서비스는 감독과 규칙 부여를 통해 운영될 수 있지만, 동태적인 환경에서는 서비스의 유연

성 확보, 발 빠른 서비스 제공, 개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Peccei et 

al., 1997). 조직의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구성원의 서비스몰입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

로, 서비스 조직이 그 조직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서비스몰입의 형성은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Peccei et al., 1997)고 본다. 

  그래서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비스에 임할 때 강한 고객집중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직원 

선발, 훈련, 임파워먼트 등의 정책이 망라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고객 중심적 행동과 서비스 품질

로 이어진다(Peccei et al., 1997). Cran(1994)에 따르면, 서비스가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한 만큼 그것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종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Cran, 1994). 이러한 

요소들은 서비스지향성을 형성하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서, 서비스몰입과의 연결고리가 갖추어 질 수 있

도록 전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서비스몰입 관리에 있어서 성격 및 역량 등의 개인차가 있으므로, 서비스 정책을 시행

할 때 서비스몰입과 관련하여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선발 이후에 이러한 개인이 가진 특성의 차이를 

활용하고 개발하기 위해 교육훈련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교육훈련의 성과는 실제 현장에서 그

것이 적용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서비스몰입과 서비스지향성과 연계는 업무 현장을 중심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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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에서도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2.4 서비스지향적 조직시민행동

  Organ(1997)에 의하면,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인 보상체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개인의 행동으로서, 전체적으로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인 행동이란 조직에서 부여한 역할 또는 직무에 의해서 이행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서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다.  그것은 크게 자발성, 비보상성, 총체적인 효과 세 가지

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시민행동은 다차원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상호 긍정적으로 관련된다. 그것은 첫째, 

순종(obedience)이다. 조직에 정립된 구조와 프로세스를 존중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충성(loyalty)이

다. 전체적으로 공동체(조직 등)의 이익에 봉사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구체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셋째, 

참여(participation)이다. 법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공동체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수반한다. 순종은 합리적인 구조와 규칙, 규정을 존중하는 것이며,  충성은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충실함을 의미한다. 참여는 조직의 활동에 전반적이며 책임 있는 관여를 말한다(VanDyne, 

Graham & Dienesch, 1994). 조직시민행동을 구성하는 차원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개념

적인 정의는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 구성개념들은 7가지 차원으로 묶을 수 있다. (1) 공헌 행동

(helping behavior), (2) 비불평성(sportmanship), (3) 조직 충성도(organizational loyalty), (4) 조직 순

응(organizational compliance), (5) 개인의 솔선(individual initiative), (6) 공익성(civic virtue), (7) 자

기 개발(self development)로 구성된다(Podsakoff et al., 2000).  ‘공헌 행동’은 실제로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의 시민행동의 중요한 행태이다. 개념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며 업무관련 문제 발생을 제

거하는 것을 말한다. ‘비불평성’은 불가피한 불편을 감수하거나 과업이 주어졌을 때 불평 없이 수행하고

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 ‘조직충성도’는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조직 순응’은 조직의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 솔선’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서 역할 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개발’은 구성원 스스

로 그들의 지식과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Podsakoff et al., 2000).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직시민행동의 적용 영역을 보편적으로 설정한 것에서 부문별로 적합한 조직시민행동에 초

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었다.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한 것에서 서비스 조직에 적합한 조직시민행동을 도출하고 관련 변수를 검증하

는 것으로서, 서비스지향적 조직시민행동(servic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al) 연

구가 있다. 서비스지향적 조직시민행동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할 수 있다. 조직 충성행동(Loyalty 

OCB), 참여행동(Participation OCB),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OCB)을 들 수 있다. ‘조직충성행

동’은 조직 외부에 대해 조직을 대표하고 자기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조직의 이미지를 옹호

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참여행동’은 조직과 동료, 자기 자신이 수행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고객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 역량을 이룬다. 접객 직원들은 고객의 욕구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고 외부환경과 

조직운영 간에 전략적 고리를 만들어 서비스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안한다. 조직과 동료, 자신이 수행하

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솔선수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제공’은 고객을 대하면서 양심적이고 

예절바른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품질과 고객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활동이다

(Bettencourt et al., 2001).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서비스 품질은 일선 서비스 직원들(FSEs: frontline service employees)의 조

직 내 및 고객을 대할 때의 고객 지향적 행동에 의해 결정 되며 그들에 의해 서비스 활동의 경계확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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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Sun, Aryee & Law, 2007; Bettencourt & Brown, 2003). 이러한 경계확장행동들은 대체

로 역할 외 행동으로 자각되며, 서비스 조직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주요 활동 유형의 하나로서 경계확장

행동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비스지향적 조직시민행동이 촉진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탁월해지고 조직성과로 귀결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서비스지향적 

조직시민행동은 원가전략 보다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에서 생산성과 더 강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한다(Sun, Aryee & Law, 2007). 고객 접점직원의 경계확장행동은 서비스지향

적 조직시민행동이 확대되는 경로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접근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행동의 내용은 계속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기업에서 인적자원 정책과 경영 관행을 통해서 서비스지향성을 확립하는 노력은 구성원의 서비

스몰입을 만든다. 그리고 서비스몰입은 자발적 행동인 서비스지향적 조직시민행동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구성원의 행동(실행)을 통해 고객만족을 달성하고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서비스지향성, 서비스몰입, 서비스지향적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검증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다. 종속

변수인 서비스지향적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충성행동, 서비스실행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 서비스지향성은 서비스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서비스몰입은 조직충성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서비스몰입은 서비스실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서비스지향성이 조직충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서비스몰입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 : 서비스지향성이 서비스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서비스몰입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서비스지향성은 서비스기업이 구성원을 통하여 고객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기업의 서비스 정책과 관행을 모두 포함하며 이것이 시행되어 나타난 결과(구성원의 인식)를 말한다. 

Lytle 등(1998)이 개발한 척도를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본 측정항목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서비스몰입은 Peccei 등(1997)의 연구에 기초하여, 고객의 시각에서 기업의 서비스와 자신의 직무 개

선에 참여하고 맡은 직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행동지향적 성향을 의미한다. 서비스몰입은 Pecc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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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thal(1997)가 개발한 척도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측정항목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조직충성행동은 구성원들이 기업 외부에 대해 조직을 대표하고 조직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활동을 말

한다. 서비스실행은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

스를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직충성행동과 서비스실행은 Bettencourt, Gwinner & Meuter (2001)

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서비스실행은 본래 척도인 서비스제공(Service delivery)과 참

여행동(Participation behavior)을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서 한 요인으로 한 것이다. 본 측정항목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4. 실증조사 
4.1 표본선정,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철도운영회사 한 곳에서 서비스 관련 주요 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50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40매를 회수하여 가설검증이 이루어졌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항 전체를 대상으

로 0.5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측정된 대상 변수 모두 0.8이상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변수구분 문항수 알파 계수

서비스지향성 5 .829

서비스몰입 4 .827

조직충성행동 4 .940

서비스실행 4 .929

  변수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추출방식으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s) 요인분석을 채택하고, 직각회전(Varimax)방식으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KMO(Kaiser-Meyer-Olkin)과 Bartlett 테스트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

단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KMO=.65 이상). 그리고 요인적재치가 낮은 항목을 제거하고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관련되는 항목들을 한 요인으로 묶었다. 서비스지향적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두 개의 변

수(조직충성행동, 서비스실행)로 나누어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KMO=.874, 

Chi-Square=618.047, df=120, p=0.000, 요인적재치=0.7이상). 

4.2 상관관계 분석

  본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사

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Pearson 상관계수는 -1≤ r ≤+1 범위의 값을 가진다. 서비

스몰입과 서비스실행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왔다. 

<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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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서비스지향성 서비스몰입 조직충성행동 서비스실행

서비스지향성 3.20 .79 1

서비스몰입 3.23 .71 .39 1

조직충성행동 4.01 .76 .42 .55 1

서비스실행 3.56 .83 .56 .74 .66 1

4.3 가설검증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3>에서와 같이 서비스지향성은 서비스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0.351, p<.05). 따라서 서비스지향성은 서비스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은 성립하였다. 

<표 3> 서비스지향성의 서비스몰입에 대한 영향력 검증 

독립변수＼ 서비스몰입 (종속변수)

서비스지향성 
B Std. Error Beta t 유의성 R2

.351 .133 .389 2.637 .012 .151

   * : P < .05,  ** : P  <.01,  *** : P  <.001 

  가설 2, 3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4>에서와 같이 서비스몰입은 조직충성행동

과 서비스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588 p<0.001; B=.868 p<.001). 따라서 가설 2, 3은 성립하

였다. 서비스몰입의 조직충성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31%(R2)이고 서비스실행에 대한 설명력은 56%(R2)

임을 보여준다. 

<표4> 서비스몰입의 조직충성행동/서비스실행에 대한 영향력 검증 

독립변수＼ 조직충성행동 (종속변수)

서비스몰입

B Std. Error Beta t 유의성 R2

.588 .142 .553 4.141 .000 .31

서비스실행 (종속변수)

B Std. Error Beta t 유의성 R2

.868 .124 .747 7.011 .000 .56

 * : P < .05,  ** : P  <.01,  *** : P  <.001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Baron & Kenny(1986)의 매귀회귀분

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5>에서와 같이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1단계), 독립변수는 종속변수

와 유의한 관계가 성립되었다(2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선행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를 결과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3단계). 그 결과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고 매개변수의 영향

력은 유의함으로써, 매개변수인 서비스몰입은 그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가설 4는 성립하

였다. 

<표 5> 서비스지향성과 조직충성행동 사이에서 서비스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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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독립변수 회귀단계
(종속변수)

조직충성행동 
결과

서비스몰입 서비스지향성

1단계 .389*

완전매개

2단계 .415**

3단계(독립) .236

3단계(매개) .461**

R2

F

.353

10.351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와 같이 독립

변수의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1, 2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3단계에

서 선행변수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인 서비스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회귀식)에

서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2단계와 비교할 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과변

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켜졌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관계에서 서비스몰입은 부분매개 역할

을 함으로써 가설 5는 성립하였다. 

  
<표 6> 서비스지향성과 서비스실행 사이에서 서비스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변수 독립변수 회귀단계
(종속변수)

서비스실행 
결과

서비스몰입 서비스지향성

1단계 .389*

부분매개 

2단계 .558***

3단계(독립) .315**

3단계(매개) .624***

R2

F

.642

34.056

5. 결론 
  서비스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은 고객과 환경의 선택에 있다. 기업은 환경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목적지를 스스로 창조하여 고객과 사회와 공유하며 그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돌려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을 선택하고 기업은 홍익의 관점에서 또 다른 

서비스 창조의 주체가 될 것이다. 기업의 비전이 공동체(사회)를 위해서 가치가 있을수록 그 기업의 창

조의 영역은 넓어질 것이다. 현재 기업환경의 큰 변화의 하나로서, 특히 고객과의 소통분야에서 소셜네

트워크서비스의 확산이 있다. 이것의 특징은 고객과의 소통영역이 넓어지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필

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든 기업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활용역량에 따라서 그것의 

효과는 크게 다르며, 인적자원이 그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서비스기업이 전사 차원에서 서비스지향성을 정립하여 서비스몰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것은 고객 앞에서 구성원의 탁월한 서비스실행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본 연구결과, 서비스지향

성과 서비스몰입, 서비스지향적 조직시민행동 사이에서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기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과 궤를 같이하여 그것들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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