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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호텔기업은 최고의 서비스를 주고받는 산업으로 다른 기업과의 비교우위를 위하여 우수한 인력개발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텔종사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첫째, 관계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과업갈등이 조직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관계갈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 과업갈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조절을 살펴보

았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도 지역의 특급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40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를 예측해보면 첫째, 관계갈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관계를 미칠 것으로, 둘째 과업갈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관계를 미칠 것으로, 셋째, 셀프리더십은 관계갈등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서 조절

변수의 역할을 넷째, 셀프리더십은 과업갈등과 조직시민행동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조직시민행동의 예측변인으로서 관계갈등과 과업갈등에 대하여 탐색적인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

도 관계갈등과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셀프리더십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관계갈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조절하고 과업갈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는데 이는 후속연구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관리자는 관계갈등과 

과업갈등을 최소화 하고 조직시민행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자기개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종사원에게 제공하여 건실한 조직문화를 이루어야 하겠다.

키워드: 조직갈등(organization conflict), 과업갈등(task conflict),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 셀프리더십(self leadership)

호텔 종사원의 관계갈등과 과업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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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5년 메르스(MERS)와 2017년 사드(THAAD) 이슈로 우리나

라 호텔업계는 커다란 침체기를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

광부에 등록된 호텔은 2010년 687개에서 2019년 1,983개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호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경영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1].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환

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실행하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일 

것이다.

호텔 기업은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 간 갈등이 늘 

상존하고 있다[2]. 갈등은 조직성과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조직론에

서 오랫동안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갈등 중 과업갈등과 관계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의도는 갈등이 역기능 뿐 아니라 순기능도 

지닌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한편 Neck and Houghton (2006)[3]은 셀프리더십과 성과 사이에 

매개변수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이에 본 연구도 셀프 리더십이 

조직시행동에 미치는 과정을 밝히고자 관계갈등과 과업갈등을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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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설정하였다. 최근셀프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지만, 셀프리더십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대부

분이었고, 셀프리더십과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물론 기존 연구들이 셀프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정적인 면을 간과했던 듯하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갈등과 조직갈등이 조직시민행동과의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의 증대를 

위한 시사점이 될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텔 내 구성원의 갈등 즉 관계갈등과 과업갈등, 

조직시민행동, 셀프리더십 등 변인간의 상관관계와 영향관계를 실증 

검증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갈등을 관계갈등과 과업갈등으로 제시하고 갈등 유형별

로 조직시민행동과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관계갈등과 

과업갈등의 부정적 기능을 조절시키는 요인으로 셀프리더십을 제시하

고 조직갈등이 조직시민행동 간의 영향 관계에 있더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시민행동 관리가 중요한 호텔 기업에 있어 구성원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면조직시민행동을 높일 수 있으며,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성원 간 갈등으로 조직시민행동을 

낮게 하더라도 셀프리더십을 통한 조직시민행동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관계갈등

De Dreu & Weingart(2003)[4]는 갈등이란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에 실제로 존재하거나 인지된 차이점들로 인해 나타나는 긴장관계로

부터 야기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 하였다. Robbins(1983)[5]는 '목적

을 달성하고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좌절을 

일으키기 위한 방해 행동을 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고[6], 

Tomas(1986)[7]는 '집단 간 갈등은 상반 된 이해관계의 형성, 상반된 

이해관계의 인식, 상대방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방해할 것이라는 지각 

및 실제로 방해하는 행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Ranolph(1985)는[8] ‘집단 간 갈등으로 한 집단이 조직 내의 또 

다른 집단의 목표달성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목표 또한 성취하려 

할 때 존재 한다’고 정의 하였다. 이처럼 관계갈등은 과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통찰이나 정보와 관련되며, 부정적 감정과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위협하는 것을 포함한 의미라 정의 할 수 있다[9].

2.2 과업갈등

과업갈등은 조직 구성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으

로, 주로 구성원 간 주어진 과업 내용에 대한 의견대립의 불일치된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는 개방적이고 토의지향적인 문화가 정착

된 조직의 경우 과업갈등에 대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보고되었다[10][11]. 또한, 특정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전략 중 진행과

정에서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과업갈등의 정도가 지나치게 지속적

으로 이어질 경우 의사결정 등의 시간과 비용이 쌓이면서 조직에 

손실을 가져오고, 정보 수집과정에 비효율적으로 조직성과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12]. 구체적으로, 과업갈등의 장기화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을 어렵게 하고,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낮게 하고 

개인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조직문화에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13].

본 연구에서의 조직갈등을 갈등의 당사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을 구성하는 집단이 포함되며, 집단 혹은 개인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양립할 수 없는 목표, 인지, 감정, 행동, 역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정의하고 Jehn(1997)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열

리미ㆍ 조계숙(2013)의[14]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항목을 제구성 하였

다.

3.3 조직시민행동

Organ(1997)은[15] 조직시민행동을 “과업성과에 영향을 주면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맥락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기여

(contribution)”라고 다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조직시민행동을 

친화적이고 촉진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였다. 즉 조직시민행동은 어느 

정도 조직에서 요구되는 행동이고, 보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으며, 조직의 효과성을 촉진시키는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정의에 대한 

혼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연구되고 있다. 

Podskoff et al.(2000)[16]은 기존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문헌연

구들을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는 

Organ(1998)이 제시한 다섯 가지 이타성(altruism 예의성

(courtesy)) 시민행동(civicvirtue) 양심성(conscientiousness) 스포

츠맨십(sportsmanship) 구성요인(권우덕, 2010)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직시민행동을 단일차원으로 다룬 다른 연구들에서는 조직갈등의 

결과 조직시민행동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오

(2020)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갈등이 높으면 조직시민행동이 낮게 

나타나고 조직시민행동에 매개변수로 냉소주의를 조절변수로 마음챙

김을 사용하여 조직시민행동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를 하였다. 조직시

민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갈등과의 상관관계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화연·박성민(2017)의 연구에서 조직 

내 외부적 갈등이 조직시민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직갈등은 조직시민 행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중요한 호텔 기업의 경우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인 조직시민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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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셀프리더십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첫째, 리더 자신에 

관점을 두고 있으며 한 리더의 특정 행동이 조직구성원과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입장으로 초기리더십의 특성이론에서 

시작하여 변혁적 리더십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관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 리더와 부하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조직구성원

과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보는 입장으로 VDL, 

LMX1) 이론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17].

셀프리더십은 셀프매니지먼트(self management)를 포함하는 개

념이며, 자신을 변화시키고 기준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조직이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18].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즉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행위 및 

인지전략”을 통틀어서 일컫는다[19]. 이렇듯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을 셀프리더십이라고 한다.

III. Research Design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개념으로만 연구되어온 갈등 유형을 관계갈

등, 과업갈등의 2개의 갈등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조직시민행동

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 갈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부(-)적 관계를 상쇠 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되는 셀프리더십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Hypothesis setting

Jehn(1997)은 조직 구성성원이 과업 또는 직무를 통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안정된 조직은 구성원의 다양한 비판정신을 유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나치게 갈등이 유지되면 조직에 

손실을 가져오고 조직성과를 저해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관계갈등은 

구성원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조직의 심리적 긴장을 발생시키고 조직시

민행동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하였다. 김화연, 박성민(2017)에[20] 

의하면 조직 내･외부적 갈등요인이 삶의 질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서 갈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심리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VDL(수직적양자관계)-LMX(리더부하교환관계) 1980년대

이후 인적장원관리에서 리더십의의 중요성에 따라 VDL에

서 LMX 의론으로 발전함.

이명원, 이수광(2015)은[21] 호텔종사원의 관계갈등과 조직시민행동

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갈등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런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관계갈등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2> 과업갈등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3> 셀프리더십은 관계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조절 할 것이다.

<가설 3> 셀프리더십은 과업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조절 할 것이다.

Ⅳ. 실증분석

실증 분석을 위하여 서울 경기지방의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IV. Conclusions

호텔산업은 주요한 업무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행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필수적이다. 또한 

종사원의 친절과 서비스는 고객만족을 좌우하고 그 기업의 발달을 

가져온다. 따라서 호텔기업의 조직은 종사원의 조직갈등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인적관리 향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텔 조직의 종사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

는 데 경험할 수 있는 관계갈등과 과업갈등이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유추되는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수행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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