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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foodservice employees’ workplace harassment on their coping styles 
and intention to leave. Based on total 374 foodservice employees obtained from the empirical research, this study reviewed 
reliability and fitness of research model and verified total 3 hypotheses. SEM was conducted to test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odel and the hypotheses. The structural model provided an adequate fit to the data, χ2=1,344.862 (p<.001), df=420, GFI=.839, 
IFI=.900, CFI=.900, RMSEA=.076. To examine how employees’ workplace harassment affects coping with harassment; workplace 
harass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lf-doubt (β=.401, p<.001), ignored bully doubt (β=.621, p<.001), and indirect or passive 
doubt (β=.527, p<.001); whereas problem solving (β=—.094, p>.05) did not. Furthermore, employees’ workplace harassment (β
=.126, p<.05)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intention to leave. Employees’ coping with harass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ntion to leave; especifically, among employees’ coping with harassment elements, problem solving(β=-.572; p<.001), self-doubt 
(β=.369, p<.001), indirect or passive (β=.239, p<.001), and ignored bully (β=—.161, p<.01)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ntion 
to leave.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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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른 기업군과 달리 외식산업의 경우,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고객의 즉각적인 요구가 생기면, 반드
시시간내에해결해야하는서비스의동시성이가장큰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직무와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근무 상황에서 직무에 대한 압력이 크고, 이러한 가
압적인 근무 환경을 통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의 상황이 자

주 발생하게 된다(Pratten & O’Leary, 2007). Bloisi & Hoel 
(2001)은 주방 조직의 직무 특성 상 폭력과 괴롭힘이 특히 
많이발생하며, 조리사의사회성을증진시켜주기위해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외식 종사원이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직장 내 괴

롭힘에상대적으로많이노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 외식종
사원을대상으로직장내괴롭힘을고찰한연구는매우희소

하며(Jung & Yoon, 2016), 일부 기 수행된 연구들도 대부분
환대산업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Bentley et al., 2012; Mkono, 
2010; Rowley & Purcell, 2001) 탐색적인 수준이거나(Rowley 
& Purcell, 2001; Mathisen, Einarsen, & Mykletun, 2008, 2010), 
성희롱(Poulston, 2008) 등의 특징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왔
었다.

Karatuna(2015)는 종사원이 조직에서 괴롭힘을 인지하고
경험하게 되면, 종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직장에서 흔히 발
생되는 일로 과소평가하다가 회피를 한 다음, 인내심을 잃
게 되면서 지원을 요청하다가 대부분 포기하게 된다고 하

면서, 포기하는 전략보다는 경영진에게 적극적으로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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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것과 같은 문제해결적인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Dehue et al.(2012)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당한 괴롭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

고하고 대처하는 종사원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리적으

로 건강하다고 하였다. Milam, Spitzmueller와 Penney(2009)
는 직장 내 괴롭힘의 상황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독단적으

로 맞서는 대처를 하며, 반면 여성은 회피하는 방법으로 대
처한다고하였으며, Rospenda, Fujishiro, Shannon과 Richmana 
(2008)도 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해 종사원의 음주 빈도
가 증가되며, 대부분의 종사원이 이와 같은 회피적인 방법
으로 대처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
되었을 때 문제해결적이고 직무 중심적인 긍정적인 방법으

로 대처하는지, 아니면 회피나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방법
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몰입할 수

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사원의 대
처 방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외식기업 종사원을 대상으

로 종사원이 인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괴롭힘

에 대처하는 방법과 이직의도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였으

며, 이러한 인과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동안이뤄졌던직장내괴롭힘이나힘희롱과관련
된 연구들에 대한 Neall AM & Tuckey MR(2014)의 정량적
연구분석결과, 88.4%의논문(workplace bullying 36.1%, agg- 
ression 21.3%, harassment 10%)이 괴롭힘에 대한 종사원이
인지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종사

원의 인지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호텔과 패밀리레스토랑에 근무하는 종사원

을 대상으로 종사원이 자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종사원

의 대처방법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함으로써, 
경영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종사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장 내 괴롭힘과 대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외식기업 종사원이 지각한 직장 내 괴롭

힘은 종사원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대처 방법을 가지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로 Lee와 Brotheridge(2006)는 종사원이 조직에
서 경험하는 언어적 괴롭힘과 업신여김 등과 같은 괴롭힘

이 종사원의 문제 해결적 대처, 자기 회의적 대처, 무시, 소

극적인 대처 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 개
인이 자각하는 정도에 따라 각기 상이한 대처방법을 가지

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상황에서 종사원
은 주로 회피의 전략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

였으며(Rahim & Magner, 1995), 유사한 연구로 Rospenda et 
al.(2008)은 괴롭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종사원은 음
주에 대한 강한 동기와 알코올에 의존하는 회피적인 방법

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대처 방법으로 일관
했던 상기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괴롭힘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대처하다

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경
우가 많았다. Niedl(1996)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게 된다

고 하였다. 또한 Zapf와 Gross(2001)는 괴롭힘에 대한 대처
는 행동적인 전략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회피로 이
어지면서 조직을 떠나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Olafsson과 Johannsdottir(2004)도 직장 내 괴롭힘
은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형태의 대처에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종사원은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에
는 도움 추구 행동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수동적이고 회
피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식기업 종사원이 자각한 직장 내 괴

롭힘은 종사원의 대처 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외식기업 종사원이 인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종사원의대처방법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2. 직장 내 괴롭힘과 이직의도

직장 내에서 종사원이 경험하게되는 괴롭힘과이직의도

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종사원의
이직의도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괴롭힘과 이직
의도가매우밀접한양(+)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다(Razza- 
ghian & Ghani, 2014; Dumitru, Burtaverde, & Mihaila, 2015)
고 하였다.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다룬 연구로, Hauge et al. 
(2010)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종사원의 이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는 소진과 감정적 고갈과 같은
감정의 변화를 매개하여 이뤄진다고 하였다. 또한 LeBlanc
과 Barling(2004)은 언어적인 괴롭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괴롭힘의 정도와 가해자와의 관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언어적인 괴롭힘을 통해 이직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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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ve effects    Negative effect

Fig. 1. Research model.

증가될수있음을시사하였으며, Berthelsen. Skogstad, Lau와 
Einarsen(2011)은 근무 상황에서의 배제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며,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
교하여직장을떠날확률이매우높다고하였고, Greenbaum, 
Mawrtiz, Maver와 Priesemuth(2013)는 상사의 학대나, 관리
자의 남용 등 조직의 일탈은 종사원의 이직의도와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종사원의 도덕적 정체성이 높
다면, 이직행동도반드시감소하게될것이라고하였다. 이
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식기업 종사원이

자각한 직장 내 괴롭힘은 종사원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외식기업 종사원이 인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종사원의이직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3. 종사원의 대처방법과 이직의도

괴롭힘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종사원의 대처방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한 연구로, Kim(2010)은
근무 중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소진의 요소들로 부터 자신

을보호할수있는적합한스트레스대처전략을가지고있는 
종사원의 경우, 이직의도가 낮다고 하였으며, Cox, Johnson
과 Coyle(2015)은 지역사회 폭력에 노출된 근로자는 사회적
대처, 고립적 대처, 부정적 대처 등의 3가지 대처방법이 이
직의도에 영향을 주는데, 사회적 대처가 이직의도를 감소
시켜준다고 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대처방법의 폐해를 역
설한 Shim과 Kim(2013)은 감정노동을 통해 받은 스트레스
를 문제나 회피 중심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종사원의 이직

의도가 훨씬 높다고 하면서, 이러한 방법의 대처가 종사원
의이직의도를증가시킨다고하였다. 긍정적인대처와부정
적인대처를모두다룬연구로, Jeffrey, Jeffrey와 Sager (2010)
는 영업사원의 문제 해결적 대처는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감정적인 대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또한 Jung과 Yoon(2013)은 직무 중심의 대처는 조직
의 해가 되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감정적이
고 회피적인 대처방법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 Lee(2015)도근무상황에따른스트레스나감정적인소진
에 대한 종사원의 대처방법에 따라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

가 달라지는데, 문제해결적 대처나 감정적인 대처 모두 종
사원의 감정적인 고갈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이직의도
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외식기업 종사원이 괴롭힘에 대한 대처방법은 종

사원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가설 3을 설정하였다(Fig. 1).

가설 3: 외식기업 종사원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 방법은
종사원의이직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해 외식기업 종사원이 지각하는 직장 내 괴

롭힘, 대처 방법 및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31개의 측정
항목을 선별하였다. 모든측정항목은 리커드 7점척도로 고
찰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종사원이 조직 내 동료,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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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부하의 공격과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Enarsen, 2000),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고찰한 연구들이 당사자가 자각하는 정도로써 측정하였는

데, 이는 괴롭힘에 대한 보편적인 의견이 해당 당사자가 괴
롭힘을 느꼈다고 인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괴롭힘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다(Claybourn, 2011). 본 연구에서는 General 
Workplace Harassment(GWH) 척도를 사용하여(Rospenda & 
Richman, 2004), 협박/뇌물, 언어적 괴롭힘, 근무 상황에서의
고립이나 배제, 동료나 상사로부터 받는 무례한 행동, 신체
적 괴롭힘 등 5개 요인의 1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괴롭힘에 대한 종사원의 대처 방법은 Einarsen(2000), Lee와
Brotheridge(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괴롭힘의 상황에서 긍
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해결적인 대처, 자신과 자
신의 능력이나 처지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자기회의적인 대처, 괴롭힘에 대한 회피나 무시의 대처, 감
정적인형태의소극적인대처등 4개요인의 12개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는 종사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였으며(Mobley, 1982), 
본 연구에서는 Mael과 Ashforth(1992)의 연구를 바탕으로 4
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2. 조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특 1급 호텔
5곳과 패밀리레스토랑 5곳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15개의 특급 호텔과 2015년 기
준 매출액 10위권의 패밀리레스토랑에 근무하는 HRM 담
당자와 사전 회의를 통해 본 설문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체로 대상을 한정하다보니 각각 5개의 업체가 선정
되었으며, 본 조사를 실시하기 1달 전(2016년 2월) 특급 호
텔 1곳과 패밀리레스토랑 1곳을 대상으로 총 50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한국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여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

렵다고 요청한 문항에 대해서는 좀 더 완곡한 문구로 수정

하여 최종 설문지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설문지를 바탕으로 2016년 3월 1일부터 15
일까지 15일간특 1급호텔 5곳과패밀리레스토랑 5곳에각
각 50부씩,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438부
가 회수되었고, 불충분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74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74.8%).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가설 검증을 위해 SPSS(Version 

22.0)와 AMOS(Version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결과값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측정항
목에대한타당성과신뢰성검증을위해 2차-확인적요인분
석(Second-fact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표준분산추출값(AVE)과
합성신뢰도(CCR)도 검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도출된 요인 간 방
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을 통해 3개의 가설에 대한 인과 관계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으로 외식기업 종사원의 인구 통계적 특

성은 Table 1과같다. 남성 59.6%와여성 40.4%의성별분포
를보였으며, 연령으로는 20대 39.8%, 30대 36.4%, 40대이상 
2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대학 졸업이 50.8 
%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40.6%, 대학원 졸업 8.6% 
등이었고, 근무년수는 3년 이하 39.3%, 4∼5년 16.3%, 6∼10
년 17.1%, 11년 이상 27.3% 등이었으며, 기업 구분은 호텔
56.6%, 패밀리레스토랑 43.4%로 조사되었다.

2.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31개 측정항목을 대상으
로 2차-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토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통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로 신뢰도를 검증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측정항목의 표준화된 회
귀계수는 0.6 이상이었으며, 표준분산추출값(AVE)도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다(협박/뇌물=.763, 언어적 괴롭힘=.771, 고
립/배제=.748, 무례한 행동=.758, 신체적 괴롭힘=.719, 직장
괴롭힘=.557, 문제해결적 대처=.788, 자기회의적 대처=.750, 
괴롭힘 무시=.586, 소극적 대처=.704, 이직의도=.753). 또한
합성신뢰도(CCR)도협박/뇌물=.766, 언어적괴롭힘=.771, 고
립/배제=.749, 무례한 행동=.762, 신체적 괴롭힘=.716, 직장
괴롭힘=.743, 문제해결적 대처=.838, 자기회의적 대처=.755, 
괴롭힘 무시=.640, 소극적 대처=.762, 이직의도=.850 등으로
나타나 모두 0.7 이상의 우수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Anderson & Gerbing, 1988). 신뢰도분석을 통해 측정
항목 간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의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모두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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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iabilities and confirmatory factors analysis

Constructs (Cronbach’s alpha) Standardized estimate t-value CCRa AVEb

Threats/bribes (.905)

.766 .763
WH1 .867 Fixed

WH2 .867 21.340***

WH3 .888 22.016***

Verbal aggression (.911)

.759 .771
WH4 .879 Fixed

WH5 .899 23.943***

WH6 .863 22.254***

Isolation/exclusion (.899)

.749 .748
WH7 .834 Fixed

WH8 .881 20.426***

WH9 .880 20.408***

Disrespectful behavior (.903)

WH10 .815 Fixed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N=374)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223 59.6

Female 151 40.4

Age
(years)

20 to 29 149 39.8

30 to 39 136 36.4

Older than 40 89 23.8

Education

Community college degree 190 50.8

University degree 152 40.6

Graduate degree 32 8.6

Tenure
(years)

∼3 147 39.3

4∼5 61 16.3

6∼10 64 17.1

11∼ 102 27.3

Company
type

Hotel 211 56.6

Family restaurant 163 43.4

었으며, 도출된요인에대한가장낮은표준분산추출값(0.557)
보다 가장 큰 상관계수의 제곱값(0.140)이 낮아서 측정항목
에 대한 판별타당성도 확보되었다(Table 3).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χ2=920.099(p<.001), df=414, χ2/df= 
2.222, GFI=.862, NFI=.904, CFI=.938, RMSEA=.057 등으로
나타나, 비교적 적합할 만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3. 구조방정식을 통한 가설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서, 상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
인간 방향성을 확인한 결과(Table 3), 긍정적인 방법의 대처
를 의미하는 문제해결적 대처만이 다른 요인들과 음(—)의
관계를보였을뿐, 나머지요인들은모두정(+)의관계를보
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가설과 방향성이 일치함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

정식을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 및 Fig. 2와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1,344.862(p<.001), df=420, χ2/df=3.178, 
GFI=.839, NFI=.861, CFI=.900, RMSEA=.076 등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이 적합도 판단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Hair 등 2006).
세부적인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은

외식기업 종사원이 지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종사원의 대

처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외식
기업 종사원에게 지각된 괴롭힘은 자기 회의적 대처(β= 
.401, C.R.=6.612, p<.001), 괴롭힘 무시(β=.621, C.R.=7.821, 
p<.001), 소극적 대처(β=.527, C.R.=7.255, p<.001) 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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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Constructs (Cronbach’s alpha) Standardized estimate t-value CCRa AVEb

WH11 .893 20.344***

.762 .758
WH12 .902 20.537***

Physical aggression (.884)

.716 .719
WH13 .826 Fixed

WH14 .859 18.942***

WH15 .860 18.922**

Workplace harassment (.853)

.743 .557

Isolation/exclusion .633 Fixed

Threats/bribes .841 10.418***

Disrespectful behavior .765  9.709***

Verbal aggression .742  9.490***

Physical aggression .738  9.451***

Problem solving (.917)

.838 .788
PS1 .855 Fixed

PS2 .909 23.207***

PS3 .899 22.866***

Self-doubt (.900)

.755 .750
SD1 .875 Fixed

SD2 .865 21.209***

SD3 .860 21.031***

Ignored bully (.900)

.640 .586
IB1 .651 Fixed

IB2 .889 11.748***

IB3 .740 12.183***

Indirect or passive (.795)

.762 .704
IP1 .799 Fixed

IP2 .888 19.979***

IP3 .830 18.197***

Intention to leave (.921)

.850 .753

IL1 .891 Fixed

IL2 .876 23.950***

IL3 .837 21.877***

IL4 .868 23.540***

Note: a CCR=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b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χ2=920.099 (df=414), p<.001, χ2/df=2.222, Goodness of 
Fit Index(GFI)=.862, Normed Fit Index(NFI)=.904, Tucker Lewis Index(TLI)=.938, Comparative Fit Index(CFI)=.945, Incremental 
Fit Index(IFI)=.945, Root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05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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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nalysis

Construct 1 2 3 4 5 6 7 8 9 10 11 Mean±S.D.a

1. Threats/bribes 1 3.26±1.58

2. Verbal aggression .54** 1 3.31±1.66

3. Isolation/exclusion .46** .59** 1 3.83±1.57

4. Disrespectful behavior .42** .54** .50** 1 3.41±1.56

5. Physical aggression .33** .55** .47** .54** 1 3.57±1.57

6. Workplace harassment .73** .84** .83** .79** .76** 1 .01b .11 .10 .14 .04 3.42±1.35

7. Problem solving —.01 —.09 —.05 —.01 —.05 —.07 1 .07 .01 .00 .03 4.17±1.36

8. Self-doubt .23** .26** .24** .17** .26** .33** —.27** 1 .07 .10 .30 4.25±1.56

9. Ignored bully .21** .23** .27** .25** .34** .32** —.04 .27** 1 .16 .04 4.15±1.29

10. Indirect or passive .22** .28** .33** .32** .39** .38** —.05 .32** .41** 1 .06 4.13±1.37

11. Intention to leave .09 .21** .16** .11* .20** .19** .19** —.55** .21** 25** 1 3.95±1.31

Note: a S.D.=Standard Deviation, b r2: All variables were measured on a 7-point Likert scale from 1(strongly disagree) to 7(strongly agree), 
* p<0.5; ** p<.01.

Table 4. Structural parameter estimates

Hypothesized path (Stated as alternative hypothesi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Results

H1 Workplace harassment →
Coping with harassment

  H1a Workplace harassment → Problem solving —.094  —1.607 Not supported

  H1b Workplace harassment → Self-doubt .401    6.612*** Supported

  H1c Workplace harassment → Ignored bully .621    7.821*** Supported

  H1d Workplace harassment → Indirect or passive .527    7.255*** Supported

H2 Workplace harassment → Intention to leave .053     .732 Not supported

H3 Coping with harassment→
Intention to leave

  H3a Problem solving→ Intention to leave —.572 —12.364*** Supported

  H3b Self-doubt→ Intention to leave .369    7.722*** Supported

  H3c Ignored bully→ Intention to leave —.161  —2.678** Supported

  H3d Indirect or passive→ Intention to leave .239    4.613*** Supported

Note: χ2=1,344.862(df=420), p<.001, χ2/df=3.178, Goodness of fit index (GFI)=.839, Normed fit index (NFI)=.861, Tucker lewis index 
(TLI)=.900, Comparative fit index (CFI)=.900, Root square error of approxiation (RMSEA)=.067.

한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유일한 긍정적인 대처방법인
문제해결적 대처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어 가설 1은 부분채택되었다. 이는 직장 내 괴
롭힘이 무시하는 형태의 대처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짐을

의미하며, 이러한결과는 Olafsson과 Johannsdottir(2004), Lee
와 Brotheridge(2006)의 연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대
부분의 종사원이 회피적 형태의 대처를 한다고 한 것과 일
부 일치하는결과였다. 연구가설 2는외식기업 종사원이지
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종사원의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에

유의한영향을미칠것으로가정하였으나, 이직의도에유의
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설 2는 기각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Hauge, Skogstad와 Einarsen(2010), Ber- 
thelsen et al.(2011), Razzaghian과 Ghani(2014) 등의 연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종사원의 이직을 증가시킨다고 한 것과

는 상이한 결과였다. 이는 상관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직장
내 괴롭힘과 이직의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

(r=0.19, p<0.01)가 존재하지만,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종사
원이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상황이 이직의도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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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al parameter estimates.
Note: Chi-square=1,334.862, df=420, CMIN/df=3.178, GFI=.839, AGFI=.809, NFI=.861, TLI=.900, CFI=.900, RMSEA=.076.

적인영향을미치기보다는, 괴롭힘이라는스트레스상황에서 
종사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연구가설 3은 괴롭힘에 대한 대처방법이 종사원의 이직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문제 해
결적대처(β=—.572, C.R.=—12.364, p<.001)는이직의도에부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회의적 대처(β=.369, C.R.= 
7.722, p<.001), 괴롭힘 무시(β=.161, C.R.=2.678, p<.01), 소극
적대처(β=.239, C.R.=4.613, p<.001)는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주는것으로조사되어가설 3은채택되었다. 이는 Je- 
ffrey et al.(2010), Jung과 Yoon(2013), Shim과 Kim(2013) 등
의 연구에서 직무중심이나 문제해결과 같은 긍정적인 방법

의 대처는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감정적이
거나 회피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의 대처는 이직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식기업 종사원이 지각하는 직장 내 괴

롭힘이 괴롭힘 상황에서 종사원의 대처방법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총 31개의 측정 항목을 2차-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하위 요인으로 협박/뇌
물, 언어적 괴롭힘, 고립/배제, 무례한 행동, 신체적 괴롭힘

등의 5개요인과, 2차-요인으로직장괴롭힘, 괴롭힘상황의
대처방법으로써문제해결적대처, 자기회의적대처, 괴롭
힘 무시, 소극적 대처 등의 4개 요인과 이직의도를 포함한
11개의 잠재요인으로 요인화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 모
형 적합도 등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외식기업 종사원이 지각한 직장 내 괴롭힘은 부정

적인 대처 방법으로써 괴롭힘 무시(β=.621), 소극적 대처(β
=.527), 자기 회의적 대처(β=.401) 등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
을 주었으며, 문제 해결적인 긍정적 방법의 대처에는 유의
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전히
대부분의 종사원들이 괴롭힘의 상황을 무시하거나, 회피하
면서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발생할까에 대한 회의적인 방

법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
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외식기업 종사원이 자각하는 괴롭힘에 대한 대처

방법 중 문제해결적 대처(β=—.572)는 이직의도를 감소시켜
주었으며, 자기 회의적 대처(β=.369), 소극적 대처(β=.239), 
괴롭힘 무시(β=.161) 등은 이직의도를 증가시켜 주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는 괴롭힘의 상황에서 감정적이고, 소극
적이면서, 회피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직무 중심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직의도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외식기업 종사원이 지각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이직

의도(β=.053)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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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결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지각할
수록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도 증가하게 된다고 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인데, 외식기업 종사원이 근무 상황에
서 경험하게 되는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조직을 떠

나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외식기업 종사원이 자각하는 괴롭힘은 종사원

마다 각기 상이한 방법의 대처를 이끌어내고, 이러한 대처
방법을 매개하여 이직의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있겠다. 본연구를통한학문적인시사점으로써, 현재외
식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고찰한 연구는 성희

롱의 관점이나 탐색적 수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급 호텔 및 패밀리레스토
랑에 근무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근무 상황에서 자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고찰하였으며, 괴롭힘에 대한 대처 방법
과 이직의도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함으로써, 추
후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될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토

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론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외식기업종사원은서비스의최전선에서인적서비스
를 수행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즉시성과 무형성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근무 상황에서 발생되는 괴롭힘을 외식기업 전반

에걸쳐논의함으로써본연구를통해직장내괴롭힘에대

한 이해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연구를 촉
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외식기
업 종사원이 자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효율적인 대

처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차원에서 중요한 실무적인 시

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외식기업 종사원은 근무 상황에서 괴롭힘을 인지하였더라

도, 감정적이면서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방법의 대처로
인해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종사원이 이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종사원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이나 조직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업 차원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된 종사원을 대상
으로 코칭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괴롭힘
의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방법
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긍정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직
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상사의 유형 등을 제시하고, 유형별

로 대처 방법을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종사원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
히 관련된 법령과 규칙이 부족한 실정이며, 본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질적

이고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고 할 수 있

겠다.
본연구의한계점및향후과제는다음과같다. 본연구의

표본은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특급 호텔 및 패밀리레스

토랑 종사원이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외식기업을
포함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더불어, 외식기업 내에서도 특급 호텔과 패밀리레
스토랑의 근무 환경이나 성격이 약간은 상이하여, 추후 연
구에서는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외식기업 종사원이 지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이라는 것이, 상사와의 개인적인 관계나 리더십, 응답자의
성격이나 일반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개인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이 반영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로 최종변수를
한정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종사원의 행동 반응을 구
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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