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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스키리조트 종사 가 지각하는 리경 과 조직동 시  고객지향 간  조적 과 계  실

적  검 하는  목적  다.  해 내 스키리조트에 근 하는 종사  200  상  조사  실

시하 다. 조사는 연 목적에 합하는 리경 , 조직동 시, 고객지향   3개 변  었다. 또한 

료처리는 빈도 , 확 적 , 신뢰도 , 상 계 , 조 정식 형  등  실시하여 다 과 같  연

결  얻었다. 첫째, 스키리조트 종사 가 지각하는 리경  조직동 시에 정(+)적  향  미친다. 째, 스

키리조트 종사 가 지각하는 리경  고객지향 에 정(+)적  향  미친다. 째, 스키리조트 종사 가 지각하

는 조직동 시는 고객지향 에 정(+)적  향  미친다. 러한 연 내용  통해 스키리조트  리적 경 활동  

조직  공동운 체  여 고, 고객   고 한 질  비스  제공하 는 종사  태도나 행동에 정적  

향  미칠 수  확 할 수 다.

주제어 : 스키리조트, 종사 , 리경 , 조직동 시, 고객지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mpirically to reveal the structur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management of ski resort employee,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For the research, 

survey of 200 people working in domestic ski resorts was conducted. The survey was composed of three 

variables(ethical management,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confirmator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First, ski resort employee’s ethical managemen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Second, ski resort employee’s ethical managemen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ustomer orientation. Third, 

ski resort employee’s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ustomer orienta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ethical management of ski resort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the employees who regarded the organization as a common fate and provided high quality service 

considering the customer's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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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윤리 문제가 사회 반에 걸쳐 이슈로 주목받

고 있다. 특히, 2000년 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윤리 경

활동이나 사회 책임의 요성이 크게부각되고 있는

데 이제는 기업을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 하는

주체를 넘어사회 가치의 실 , 인권, 환경 등에 책임을

갖는 사회 실체로 인식하면서 윤리경 에 한 심이

더욱 증 되고 있다[1].

윤리경 이란 기업을 경 함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 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공정하고 합리 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 략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2]. 이와 련하여 이덕훈

은 기업이 행하는 윤리 인 행동이 외부 으로는 해당

기업의 이미지에 정 인 향을 미치게되므로 고객의

기업 충성도를 향상시키고 그 결과로매출증 뿐만 아니

라, 내부 으로는 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업무능

률, 품질 리 등의 기업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보고하

다[3]. 한 DesJardins와 McCall은 윤리경 의 특징을

다음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기업의 무 제

한 이윤추구 행 를 히 규제 혹은 순화시켜 다. 둘

째, 장기 인 기업의 존속과 조직성과 증 를 기할 수 있

다. 셋째, 실리 방차원과 인 자원 리 측면에서 매

우 요하다고 밝히고 있다[4]. 이처럼 윤리경 의 성과

를 조명하는 선행연구들[2,5,6,7]에 따르면 기업의 윤리

경 활동은 조직구성원들의 자 심과 애착, 성취감 고취,

상품 서비스매출 향상, 지배구조 재무건 성유지,

지역사회에의 공헌, 기업이미지 고객충성도 강화, 고

객의 우호 태도 만족도 제고 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직동일시는 사회 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분해 주

어 자기 자신을 사회 환경 속에서 정의할 수 있게 해

주며, 소속 집단의 성공이나 실패 혹은 타인이 자신이 속

한 집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향을 받게 된다

[8]. 즉, 자신의 정체성 강도를 자신과 사회 집단과의

련성 정도에 따라 인식하게 되므로조직구성원은 조직

과 동일시함으로써 정 인 심리상태를 갖고자 한다.

이성일과 이희승은 조직동일시에 해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속해 있는 자신과 조직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

고 지각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을 공동체로 인식

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9]. 이러한 조직동일시는구성원

간의 동 행 를 조성하며, 구성원의 조직동일시가

강할수록 차 조직에 한 신념이 정 으로 나타나게

되어 조직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갖게 된다. 반면, 조직동

일시의 수 이 약한 구성원은 조직역할로부터 벗어나거

나 조직을 탈퇴할 의사를 갖게 된다[10]. 그동안의 선행

연구에서도 조직동일시는 직무만족, 이직의도, 직무몰입,

조직충성도, 친조직행동 등의 다양한 조직유효성의 계

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11,12,13].

고객지향성은 기업과 종사자가 고객을 우선해서 생각

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에 한 심,

고객의 욕구와 만족의 이해, 상품과 서비스 개발과정에

서 고객의견을 반 하는 일련의 제행 와 련된다[14].

다시 말해 고객지향성은 고객의 욕구를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충족시키려는 고객에

한 종사자의 근자세와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15].

이에 해Kotler는조직의목표를 달성하기 한 핵심요

인으로 목표시장의 필요와 욕구를 경쟁자보다 효율 으

로 만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마 개념의 구성

개념 하나가 고객지향성이라고 주장하 다[16]. 한

Donovan과 Hocutt는 고객지향성을 욕구충족, 욕구 악,

달 개인 계 등으로 개념화하면서 서비스 종사

자의 고객지향성은 고객과의 호의 인 계를 구축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고객지향성이

직무만족, 직무몰입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 다[17].

한편, 지속 인 경제성장과 주 5일 근무제, 교통시스

템 발달과 같은 생활 조건의 변화는 국민 여가생활의 활

성화를 가져오는 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여가선용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여가 스포츠 스키와 스노

보드는 남녀노소 구나 즐기는 인 겨울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 국내 스키리조트는 2018 평창 동

계올림픽과 맞물려 진 으로 증가하여 국에 19개소

가 운 되고 있다[18,19,20]. 이처럼 스키리조트들의 양

성장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정

인 측면도 있지만, 스키리조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

객을 확보하기 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21]. 서천범의 백서에 따르면 체 스키리조트매출

액은 07/08 시즌 2,272억원 이후 13/14 시즌 2,136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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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평균 약 -0.9% 마이 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07/08 시즌 비 13/14 시즌은 약 -6%의 하락폭을 기록

하 다[22]. 한 이용객 수도 10/11 시즌 686만명으로 최

고치를 기록한 이후 4년간 차 감소하는 추세로 14/15

시즌에는 511만명에그치고 있다[20]. 이에 스키리조트들

은 외형 시설을통한 편의성 증 뿐만 아니라, 차 치

열해 지는 경 환경 속에서 다른스키리조트보다 경쟁

우 를 확보하기 해서는 고객에 한 질 높은 서비스

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이병 과 우인수는 고객에 한 종사

자들의 역할이 서비스 기업의 성패를좌우한다고 하 으

며, 김양구 등은 고객과의 이 가장 많은 일선 종사자

들의 고객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매우 요하다

고 설명하 다[23,24]. 실제로도 소비자들은 구매과정에

서 서비스 제공자에 한 감정이 만족이나 재구매 등의

고객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한 변경원과 오 환은 종사자들의 소속감과만족을 극

화하여 기업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노력을지향해야 한다

고 하 으며, 송홍락과 유원용은 고객의 서비스 제공을

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기업의 요한 인

자원으로 이들에 한 효과 인 지원을통해 스키리조트

가 당면한 서비스 마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

히고 있다[26,21].

그동안 스포츠분야에서 윤리경 과 련한 연구들

[27,28,29,30,31]은 최근에서야 이루지고 있는데 주로

로스포츠 을 상으로 연구되어져 왔으며, 형화, 상

업화 문화된 서비스 조직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 경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 에서 윤리경 을 통해 다양한

변인들의 향력을 설명하는 확장된 연구는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키리조트의 종사자가 지각하는

윤리경 과 결과 변수로써 조직동일시 고객지향성간

의 구조 인과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여 스포츠산업

장에서 서비스 지향 인 조직에 한인 자원의 리

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기 자료

시사 을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서 선행연구들의 이론

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과연구모형을 설정

하 다.

1) 연구가설1(H1):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윤

리경 은 조직동일시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가설2(H2):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윤

리경 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가설3(H3):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조

직동일시는 고객지향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

2.1 연 상

본 연구에서는 15-16 시즌 스키리조트에 근무하는 종

사자를 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배포 회수한 후, 조사내용이 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200부의 자료가 유효 표본으로 실

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Section N %

Gender
Male 121 60.5

Female 79 39.5

Ages

Below 20 years 127 63.5

Above 30 years 54 27.0

Above 40 years 19 9.5

Working

types

Management·Desk work 45 22,5

Instructor·Patrol 90 45.0

Supplementary Facilities 65 32.5

2.2 조사도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며, 연구목 에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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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참고로 문가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

증하여 사용하 다. 한 설문항목들은 ‘ 그 지 않

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리커트식 5 척도로

구분되었으며, 구체 인 조작 정의와 구성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윤리경 은 사회 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윤리

기 을 수하면서 운 하는 경 방식을의미하는 것

으로 양재철과 이건철의 연구에서 사용한 12문항을 수

정·보완하 다[30]. 둘째, 조직동일시는 조직에 한 일

체감이나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로 강상묵과장미경의 연

구에서 사용한 6문항을 수정·보완하 다[32]. 셋째, 고객

지향성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의미로

박성종 이홍재 변찬복의 연구 임지은의 연구에서

사용한 5문항을 수정·보완하 다[33,34].

2.3 확 적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의 구조가 검증되었다. 윤리

경 은 사회공익 활동, 커뮤니 이션 활동, 인권 활

동의 3개 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조직동일시와 고

객지향성은 각각 단일개념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척도들의 구성개념에 한 수렴타당성을 평가

하기 해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척도들의 측

정항목에 따른 표 화 요인 재치를 <Table 2>와 같이

검토하여 배병렬이 제시한 기 치 .50 이상을 충족시키

지 못한 1개 문항을제거하 다[35]. 한 Hair 등이 제시

하고 있는 개념신뢰도(C.R) .70 이상, 평균분산추출값

(AVE) .50 이상, Cronbach´s α .70이상의 기 치를 충족

하는 C.R=.950∼.969, AVE=.827∼.913, Cronbach´s α

=.829∼.891의 결과가 나타나 척도들의 구성개념에 한

수렴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다[36].

2.4 상 계

본 연구에서는 척도들의 별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서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김계수는 AVE와 각 구

성개념의 상 계수 제곱값과 비교했을 때, AVE가 크면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안된다고 하 는데 <Table

2> <Table 3>에 나타난 결과를 비교해 보면 가장 작

은 AVE는 .827이고, 가장 큰 상 계수의 제곱이 .558이

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별타당성을 충족하

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37]. 한 상 계수가 일

반 으로 제시되고 있는 .80 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

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Constructs 1 2 3 4 5

Social public activity 1

Communication activity .747** 1

Human rights activity .684** .653** 1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620** .645** .568** 1

Customer orientation .600** .639** .653** .639** 1

**p<.01 (both sides)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Constructs Measuring items β S. E C. R AVE Cronbach's α

Ethics

management

Social public

activity

Social public activity 4 .757 ,126

.950 .827 .864
Social public activity 3 .784 ,153

Social public activity 2 .798 .112

Social public activity 1 .799 .125

Communication

activity

Communication activity 5 .763 .154

.962 .863 .891

Communication activity 4 .802 .113

Communication activity 3 .853 .085

Communication activity 2 .871 .079

Communication activity 1*

Human rights

activity

Human rights activity 3 .842 .059

.969 .913 .877Human rights activity 2 .883 .056

Human rights activity 1 .804 .089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1 ∼6 - - - - .870

Customer orientation Customer orientation 1∼5 - - - - .829

χ2 =.119.707, df=41, p =.000, GFI=.911, CFI=.950, TLI=.933, NFI=.929

* remov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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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8.0과 AMOS

16.0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확인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 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

(SEM)분석을실시하 다. 유의수 은 p<.05로설정하 다.

3. 연 결과

3.1 연 형  적합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서

SEM분석을 실시하 다. 합도 평가기 은 조 철이 제

시하고 있는 GFI, CFI,, TLI, NFI .90 이상을 용하 으

며, χ2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검정

통계량으로 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어 참고지표로

만 사용하 다[38]. 그 결과, <Table 4>와 같이GFI=.962

CFI=.947, TLI=.936, NFI=.969로 나타나 제안된 연구모

형은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단하여 재의 수 에서

분석하 다.

3.2 가 검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합성을 확인한 후, 설정

된 연구가설에 해당되는 경로계수를 검증하여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5>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Route Standardized coefficient S. E t-value

H1 .708 .060 11.794***

H2 .518 .073 6.392***

H3 .272 .067 3.650***

***p<.001

첫째, 경로1에 한 검증결과, 경로계수 추정치는

.708(t=11.794, 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윤리경 은 조직 동

일시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1은

지지되었다. 둘째, 경로2에 한 검증결과, 경로 계수 추

정치는 .518(t=6.392, 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윤리경 은

고객지향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2는 지지되었다. 셋째, 경로3에 한 검증결과, 경로

계수 추정치는 .272(t=3.650, p<.001)로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조직

동일시는 고객지향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3은 지지되었다.

4. 

본 연구는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윤리경 에

한 인식을 심으로 조직동일시 고객지향성간의 연

계성을 실증 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윤리경 은조직

동일시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스키리조트의 윤리 경 활동에 한 종사자의 정

인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한 동일시 수

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윤리경 과 조직동일시의 직 인 계를 밝힌

연구들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지만 기업의 사회 책

임경 이나 공헌활동과 같이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진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

고 있다. 이와 련하여 곽은정은 기업의 사회 공헌활

동에 한 진정성이 조직동일시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하 으며, 유원용의 축구팬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공익과 연계한 마 활동이 동일시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 다[39,40]. 한편, 김석

등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공정한 인사 리

와 여체계, 한 보상, 사회 기여 등이윤리 경

활동과 연계된다고 주장하 다[14]. 따라서 스키리조트

경 자는 앞서 언 한 윤리 경 활동의 극 인 실천

과 윤리풍토 조성을 통해 종사자들과의 심리 , 정서

유 계를 강화하여 종사자들이 조직에 한 정 인

<Table 4> Result of goodness of fit for measurement model

Goodness of fit χ2 df p GFI CFI TLI NFI

Measurement model 20.357 4 .000 .962 .947 .936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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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이나 소속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지속 으로 노력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윤리경 은 고객

지향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스키리조트의 윤리 경 활동에 한종사자의 정

인식이 높을수록 고객에 한 태도와 행동이 고객

심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해 최혜경은 민간사회복지기 의 윤리경

이 고객지향성에 정(+)인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권

정숙의 카지노 종사자를 상으로 한연구에서도 윤리경

은 조직신뢰와 자 심을 통해 고객지향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41,42]. 한 우혜숙은 장기

요양기 의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윤리경 이 고객지

향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구조모형을 통

해 검증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43]. 그러므로

스키리조트와 고객의 호의 인 계가 지속 으로 유지

되기 해서는 스키리조트 경 자의 윤리경 에 한 실

천의지 진정성이 종사자들에게 정 으로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을 고취시켜 최종 으로는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 질 높

은 서비스의 제공 수 을 향상시키는연계방안이 다양하

게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조직동일시는 고

객지향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키리조트 종사자의 조직에 한 동일시 수 이

높을수록 고객 지향 인 서비스 경향이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연구결과라할 수 있다. 이에 해 김은희는 내

부마 을 용한 연구에서 지방공무원의 조직동일시

가 고객지향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Thakor과 Joshi는 조직동일시가 고객지향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10,44]. 한 박

성종 등의 호텔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직

동일시와 고객지향성간에 정(+) 인 계가 있음을 경로

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33]. 조직동일시 수 이 높은 구

성원일수록 조직에 한 신념이 정 으로나타나게 되

어 조직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갖게 되고, 서비스 장에

서 발생하는 고객들과의 다양한 문제 에 극 으로 개

입하여 해결하려는 의지가 기 된다. 이에 스키리조트

경 자는 종사자들이 고객 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

객만족에 기여하는 고객지향성을 높이기 해서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종사자들

이 조직에 해 애착과 소속감을 갖도록 지속 인 심

이 필요할 것이다.

5. 결

본 연구는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윤리경 과

조직동일시 고객지향성간의 인과 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윤리경 은 조직동

일시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둘째, 스키리조트 종사

자가 지각하는 윤리경 은 고객지향성에 정(+) 인 향

을 미친다. 셋째, 스키리조트 종사자가 지각하는 조직동

일시는 고객지향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통해 스키리조트의 윤리 경 활동은 조직

을 공동운명체로 여기고,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종사자의 태도나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스키리조

트 경 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많은 고객을 확

보하기 해서 올바른 윤리풍토와 다양한 윤리경 을

극 으로 실천하여 해당 종사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인식

시킬 수 있는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한계 을 후속연

구를 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한된

표본의 한계와 설정된 변인 이외의 요인이 변인들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하 기 때문에 체

스키리조트 종사자의 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윤리경 과 련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모델이 최 화 되었다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

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인들과 심층면

과 같은 연구방법의 병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는 장에서 인 자원을 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는데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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