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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호텔종사원의 관계갈등이 조직시민행동 및 행동의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갈등, 조직시민행동, 행동의도의 이론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변수간의 관계를 위한 가설을 설
정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에 따른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호텔종사원의 관계갈등과 조직시민행동과
의 관계는 상호간의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둘째, 호텔종사원의 관계갈등은 행동의도간의 관계는 상호간에는 유의
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셋째, 호텔종사원의 조직시민행동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관계형성은 유의한 결과를 도출
하고 있다.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이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추구하지만 그 이윤의 가칯구는 종사원을 통해 한 직장에 근무하
면서 기업가치에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종사원 개인의 갈등, 조직시민행동, 행동의도간의 관계에서 보듯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호텔기업의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고찰이 지속적으로 모색해
야한다. 향후연구와 한계는 본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특정기업, 특정지역을 한해서 연구를 했지만 표본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샘플과 표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관계갈등, 조직시민행동, 행동의도, 구조방정식, 표본조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lict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and behavioral intentions in order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s. Based on this study,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the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sought. First, the relationship conflicts of hotel employees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t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 the relationship conflicts of hotel employees have a meaningful 
relation to the behavioral intention. Thir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hotel employees has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behavioral intention. As the results show, the company seeks for profit but it is 
also another way for employees to stay in one job and to make an opportunity to contribute value to the 
company.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conflict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and 
behavioral intentions, how to solve the conflict problem is the task of the hotel company based on the human 
resources. Future research and limitations are needed for the efficiency of this study, but it is necessary to 
specify samples and specimens through an in-depth review of th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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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은 2인이상이상의구성원의모여상호간작용을

통해조직구성원의공동목적을추구한다. 갈등은조직이

형성되어있다면언제나갈등문제가존재있다고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갈등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호텔기업은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결합하여 고객들

에게 하나의 상품을 제공한다. 그러나 호텔기업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을 근거로 해서 움직인다는 것

이다. 다시생각하면 하나의 상품을 창출하기 위해선 인

적자원들이상호간의협력을통해서이루어지는만큼기

업은인적자원을어떻게관리를하는가에따라서기업의

경영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업에근무하는종사원의행동을긍정적인측면으로

생각하면만족, 몰입, 조직시민행동, 결속, 자발적인행동

을볼수있다. 부정적인측면으로보면이직, 전직, 업무

에대한몰입도못할뿐만아니라적극적인참여가이루

어지지 않을 수 있다.

조직이 있으면 갈등이 유발이 되는 문제는 필요 불가

결한 문제이지만 호텔 등과 같은 기업은 인적자원을 근

간으로 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단합이나 결속이 어느 기업보다 중요한

다. 종사원의 상호간의 갈등적인 요소가 종사원의 상호

간의 관계를 뛰어넘어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상품에

대하여 감정이 이입되어 종사원의 행동에 긍정적․부정

적인영향을미치며고객과의관계에서도마찬가지로많

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있는 갈등

의 개념, 전략, 관리 방안 등의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관련된 연구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는 Boulding(1963), Deutsch(1973), John(1995, 1997), De

Dreu & Weingrt(2003), 이수광(2007), 임상헌․방한승

(2014), 김순희․홍희정(2016)이 대표적이다.

갈등의 문제가 종사원 상호간의 문제도 있지만 이러

한문제가고객들에게많은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적자원의 연구 및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이며 다수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지만 관련된 지

속적인연구가필요하며다양한관점에서인과관계의고

찰이 필요하다.

갈등을선행변수로하여조직구성원이공식적인담당

업무도 아니고 적절한 보상도 없지만 각 구성원들이 자

신이 소속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인 조직시민행동과의 인과관계의 검증

과 나아가서 조직시민행동이 종사원의 행동의도(만족,

이직의도,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같

은 인과관계의 검증은 관계갈등, 조직시민행동 및 행동

의도의검증은학문적으로실무적으로시사하는바를강

조하는것보다현재의관점에서생각하는탐색적인성격

이강하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나타난긍부

정적인연구결과가조직에큰기여를하는지상직원들의

갈등을해소시켜줄수있는이상적인시스템을구축하여

종사원들을 돕고 갈등의 대상자가 된 종사원들 사이 신

뢰감을회복하고관계만족을형성하는등의분위기를만

들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갈등
갈등은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에 실제로 존재하거나

인지된 차이점들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관계로부터 야기

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였다[1,2]. 갈등은 2인이상이

뭉쳐져있으면항상존재하는문제라고할수있으며이

는업무적인효율과능률뿐만아니라욕심등도한몫한

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의견, 주장, 이해등으로표출된

다. 행동주체에 따라 분류한 갈등이론으로 March &

Simon(1958)은 갈등 유형으로 개인적 갈등, 조직 상 갈

등, 조직간갈등으로분류하였으며, Pondy(1967)는 협상

적갈등, 관료적 갈등, 체계적 갈등, 마찰적갈등, 전략적

갈등으로 하여 갈등진행단계에 따라 분류하였고, Robbins

& Jdge(2011)는 개인 간갈등, 집단 간갈등, 집단 내갈

등으로 분류하였다. 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들이 겪는

갈등은 과업갈등(task conflict)과 관계갈등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는데[3] Robbins & Judge(2011)은

과업갈등은 일의 내용이나 목표와 관련이 있고, 관계갈

등은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관계갈등은 개인의 성

격, 태도, 선호도등의차이에서발생하는갈등이며, 성과

에 일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1,4]. 관계갈등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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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간의 업무와 관계없이 대인관계 문제, 가치관 등

의 차이로 인한 불일치로 볼 수 있다[3,4].

2.2 조직시민행동
Organ(1988)은 조직행동이론 관련한 연구에서조직시

민행동의연구개념을제안하였다[5]. Graham(1991)은 종

사원이조직에보여주는긍정적행동을통칭하는것이라

고규정하였다[6]. Organ(1977)은 이타주의, 양심적행동,

참여적 행동, 예의, 정당한 행동을 제안하였으며

Hollenbeck & Williams(1986)은 이타행동, 양심행동, 참

석과같은 3개차원을제시하였다. Van Dyne, Graham &

Dienesch(1994)는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인을 조직 복

종, 조직 충성심, 사회적참여, 고취적 참여, 기능적참여

의 5가지 요인으로 규정하고있다. 조직시민행동을 조직

에 대한 조직시민행동과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으로

구분하기도하였다[7]. 따라서조직시민행동은자신의주

어진 직무이외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자신이나 주변 동

료들의업무나역할수행을배가시키는데 긍정적역할을

하며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이나 구성원들의 상호 결속적

관계를 맺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에서 오랜 목표인 구

성원들의 정신적인 합치를 유도하고 있다[8]. 개인이 조

직에서직무에대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는개인적이고

자발적 행동을 함으로서 종사원들의 유대감을 높이거나

갈등을 줄이면서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효과적이고 효

율적인결과를도출하는데기여하는행동으로자신과함

께하는동료들을기꺼이돕고솔선하는일련의행동들로

설명할 수 있다[9].

2.3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

다. 그러나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원의 행동의도는 직무

만족, 이직의도, 조직몰입 등으로 일반적으로 설명이 가

능하다. 직무만족은 본인의 직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과 태도에 대한 총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태도와

가치, 신념, 욕구등의수준에따라직무환경에대한평가

에서 얻어지는 감정적, 정서적 만족상태이다. 직무에 대

한긍정적이나부정적으로느끼는정도이고직원들이수

행하는 과업과 직무수행의 물리적 및 사회적 조건에 대

한 감적태도이다[10]. 조직몰입은 Mayer & Allen(1997)

에서 많은 참고를 하고 있음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과

조직간의 심리적 연계라고 정의하였고, Shore &

Wayne(1993)은 현재의조직에남기를희망하고다른조

직으로 이탈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았으며, 강상묵

(2014)은 조직이 존속되고발전될수있도록구성원들이

속한 조직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려는 적극적 관

계로 정의하였다[11].

3.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연구는호텔종사원의관계갈등이조직시민행동및

행동의도간의구조적관계를파악하고자 [Fig. 1]과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Relationship
Conflict

Organizational
Cliizenship

Behavior
Intention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3.2.1 가설1
관계갈등은 각 개인의 정서 등을 내포하고 있어 관계

갈등이발생하면목소리를높이며타인에대한공격성이

강하게나타나고있다. 조직구성원들의여러관심중하

나가 인간관계적 측면에 집중되면서 갈등문제는 개인적

인 관계를 넘어 업무수행으로부터 관심도 및 적극성이

저하되어팀수행이방해를받을수있다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주․정세윤(2014), 이찬규․최규상(2014)

등이 이와 같은 결과가 이있었고 송필수․최승국(1997)

은 관계갈등이조직에대한감정부조화로나타나서결국

조직시민행동등종사원의자발적인행동에관계가있다

고하였으며이명원․이수광(2015)도 관계갈등이조직시

민행동에 관계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같

은논리를볼때다음과같이가설을설정할수있다[12].

가설1. 호텔종사원의 관계갈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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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가설2
Organ(1988)은 사회적 교환 행동은 조직시민행동의

전제조건이며 조직시민 행동이 경제적 교환보다는 사회

적 교환을 중심으로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다. 정용주

(2006)은 호텔지배인의문제해결형갈등관리와양보회피

형 갈등관리가 종사원의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부 의 영

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허명․유경미

(2016)도 다수의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갈등은 종사원의

행동에 관련성이 있다고 했다[13].

이외에 다수의 조직시민행동의 관련 연구에서 많은

결과들은 관계갈등은 종사원 행동에 긍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하였으며[14], 굳이선행연구결과등이아니더라

도조직행동에대해판단을이해할수있으면그관계를

심증적으로도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같은 논리를 볼 때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2. 호텔종사원의 관계갈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3.2.3 가설3
Konovsky & Pugh(1994)는 조직차원 혹은 조직구성

원 간에 신뢰가 축적 될수록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이

더욱 증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윤만희

(2000)는 서비스기업을대상으로한 연구에서임금공정

성이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으로 하여 종사원의 신뢰가 조직시민행동으로 이어져

서비스품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다[15]. 김미진․강

균영(2015)는 더 나아가서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

의유의한관계를검증하였다[16]. 이같은논리를볼때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3. 호텔종사원의 관계갈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3.3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구성
호텔종사원의 관계갈등이 조직시민행동 및 행동의도

간의구조적관계를살펴보고자각각의연구개념에대하

여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구성은 다음과 같다.

관계갈등은구성원들의성격, 가치관등에대한차이로

각 개인의 업무 외적인 부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다.

Jelh(1995), 이병주․정세윤(2014), 이찬규․최규상

(2014), 이명원․이수광(2015)의 선행연구에나타난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4개문항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조직시민행동은공식적인보상과보다는각구성원들

의 자율적안 행동으로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시

민행동은 Organ(1988)이 연구한 제시한 분류가 가장 일

반적으로수용되어지고있다. 많은 연구에서 Organ(1988),

하동현․박은진(2008), 윤세남․유양호(2015), 최병창․

김경민(2016)의 연구를 기초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행동의도는 여러 가지 의미

로 생각해볼 수 있다. 행동의도는 지속적 근무, 이직, 전

직등올파악할수있다. 결국많은종사원의행동연구에

서 결과변수로서 활용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연

구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지속적 근무, 이직, 전직 등

의미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를 기초

로 4개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4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은 부산지역의 특급호

텔에 근무하는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조사를실시하였다. 호텔

종사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총 3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

으며수집된설문지는 250명이었다. 2016년 6월 1일～06

월 20일까지 20일간 연구자를비롯한각호텔업장의지

배인들에 협조를 구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

한 데이터를 정제하여 통계분석에 유의한 표본 221매의

유효표본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조사

를 위해 얻어진 유효표본은 SPSS 21.0과 AMOS 21.0을

활용하여응답자의일반적인특징을파악하기위해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호탤종사원의 관계갈등이 조직시

민행동및행동의도의각각의연구개념에대하여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h α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개념신뢰

도와분산추출지수를산출하였다. 타당성분석을위해탐

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

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실증분석
확보된 유효설문데이터의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자 95명(43.0%), 여자 1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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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으로 이용자들이여성이 14.0%가높게나타났다.

연령대로서는 20대 69명(31.3%), 30대 30명(13.7%), 40대

94명(42.7%), 50대이상 69명(31.3%)으로 나타났다.표본

에서 학력분포는 고졸33명(15.0%), 전문대졸 70명

(31.7%), 대학교졸 111명(50.0%), 대학원 이상7명(3.3%)

으로 나타났다.

4.2 연구개념의 타당성 및 신뢰성분석
4.2.1 관계갈등의 타당성 및 신뢰성분석
관계갈등에대한타당성과신뢰성분석에대한결과는

<Table 1>과같다. 관계갈등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을

위해 Varimax 회전하였으며관계갈등에대한 4개항목에

대한 요인분석결과KMO=.668, Barett’s Sphericity=2107.666,

df=55(p=0.000)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는데 적합하다

고 판단할 수 있다. 단일요인으로서 관계갈등으로 명명

하였으며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X2=10.327(p=.000),

df=2, GFI=.979, AGFI=.893, NFI=.945 RMR=.030나타나

측정모형은 모형적합지수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Items
factor
loading

Estimate CR
Cronba
ha’α

Relations
hip
conflict

Personality
conflict

.725 .600

.731
Emotional
conflict

.883 .950 7.572

Organizational
conflict

.778 .596 7.447

tension .574 .439 5.789
Eigen value .240
Variance 58.007
Total Variance 58.007

KMO=.668 Barett’s Sphericity=2107.666, df=55(p=0.000)
X2=10.327(p=.000), df=2, GFI=.979, AGFI=.893, NFI=.945 RMR=.030

<Table 1> Exploratory factor & Reliability analysis of 
Relationship conflict

4.2.2 조직시민행동의 타당성 및 신뢰성분석
조직시민행동에대한타당성과신뢰성분석에대한결

과는 <Table 2>과같다. 조직시민에대한탐색적요인분

석을 위해 Varimax 회전하였으며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6개항목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KMO=.837,Barett’s

Sphericity=489.510, df=151(p=0.000)으로 탐색적 요인분

석을하는데적합하다고판단된다. 단일요인으로서조직

시민행동으로 명명하였으며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X2=234.790(p=.000), df=12, GFI=.964, AGFI=.915, NFI=.950

RMR=.025나타나 측정모형은 모형적합지수에 적합하다

고 판단된다.

Items
factor
loading

Estimate CR
Cronba
ha’α

Organizati
onal

Cliizenship

Help New
employee

.768 694 -

.820

A lot of work
help

.814 .768 10.166

Difficult
colleague help

.877 .871 11.122

Absentee
fellow help

.781 .715 9.534

Conscientious
employee

.718 .631 8.550

Zestfulness .302 .245 7.951
Eigen value 3.238
Variance 53.974
Total Variance 53.974

KMO=.837 Barett’s Sphericity=489.510, df=151(p=0.000)
X2=234.790(p=.000), df=12, GFI=.964, AGFI=.915, NFI=.950 RMR=.025

<Table 2> Exploratory factor & Reliability analysi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4.2.3 행동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분석
행동의도에대한타당성과신뢰성분석에대한결과는

<Table 3>과같다. 행동의도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을

위해 Varimax 회전하였으며행동의도에대한 4개항목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KMO=.788, Barett’s Sphericity=333.385,

df=6(p=0.000)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는데 적합하다

고 판단할 수 있다. 단일요인으로서 행동의도로 명명하

였으며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X2=10.327(p=.000),

df=2, GFI=.979, AGFI=.893, NFI=.945 RMR=.030나타나

측정모형은 모형적합지수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Items
factor
loading

Estimate CR
Cronba
ha’α

Behavior
Intention

Keeping
working

.821 0.754 -

.834Turnover .779 0.681 9.312
Former .840 0.779 10.474
Commitment .829 0.774 10.428

Eigen value 2.674
Variance 66.838
Total Variance 66.838

KMO=.788, Barett’s Sphericity=333.385, df=6(p=0.000)
X2=10.327(p=.000), df=2, GFI=.979, AGFI=.893, NFI=.945 RMR=.030

<Table 3> Exploratory factor & Reliability analysis of 
Behavio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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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증
호텔종사원의 관계갈등이 조직시민행동 및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였으며 χ2=222.107, df.=70 p=.000 GFI=.977,

AGFI=.915, NFI=.980, CFI=.980, RMR=.050으로 나타났

으며 그 결과는<Table 4>와 같다.

Hypothesis

Estim
ated
path
coeffi
cient

Stand
ard
estim
ated
path
coeffi
cient

Error C. R. p Result

H1

Relationship
conflict→
Organizational
Citizenship

.626 .511 .120 5.175 .000** Accept

H2

Relationship
conflict→
Behavior
Intention

.181 .120 .137 1.317 .187 Reject

H3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tention

.457 .370 .116 3.915 .000** Accept

χ2=222.107, d.f.=70 p=.000 GFI=.977, AGFI=.915, NFI=.980, CFI=.980,
RMR=.050

*p<0.05, **p<0.01

<Table 4> Hypothesis  Testing Results

분석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종사원의 관계갈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

한관계를형성할것이다.의 가설에따른결과는 CR값이

5.175로서 유의수준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둘째, 호텔종사원의관계갈등은행동의도에유의한관

계를형성할것이다의가설에따른결과는 CR값이 1.137

로서 유의수준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

를 도출하고 있다

셋째, 호텔종사원의 조직시민행동은 행동의도에 유의

한관계를형성할것이다.의 가설에따른결과는 CR값이

3.915로서 유의수준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는호텔종사원의관계갈등이조직시민행동및

행동의도간의구조적관계를파악하고자하였다. 연구목

적을달성하기위하여관계갈등, 조직시민행동, 행동의도

의 이론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변수간의 관계를

위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에

따른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호텔종사원의 관계갈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

한 관계는 검증결과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송필수․최

승국(1997), 이병주․정세윤(2014), 이찬규․최규상(2014)

및 이명원․이수광(2015)의 연구결과를직접이거나간접

적으로도연구결과를지지하고있었다. 결과적으로갈등

은 자신의 감정․성격․가치관 등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및 환경과 결합이 되면서 갈등문제가 발생

하며 직장에서의 조직시민행동은 각 개인들의 자발적인

태도와 관련성이 깊다. 이같은 행동은 신입사원에게 도

움, 업무 많은동료도움, 직무수행어려운동료도움, 결

근동료도움, 양심적인직원, 열심히 함 등은 필수적인 행

동은 아니지만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동으

로파악이가능하다. 결과적으로조직시민행동은양적인

성과보다는 질적인 성과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결국 조

직 내에서 갈등과 조직 내 자발적인 행동이 상관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호텔종사원의관계갈등은행동의도에유의한관

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선행연구인

정용주(2006), 하동현․박은진(2008), 윤세남․유양호

(2015), 최병창․김경민(2016) 등에서 제시된 결과로 반

대되는 결과인 지지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나, 직장이라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을 위

한 장소이자 생존의 장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념

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로 도출이 된 것으

로 판단된다.

셋째, 호텔종사원의 조직시민행동은 행동의도에 유의

한관계형성은 Konovsky & Pugh(1994), 윤만희(2000)의

연구결과를지지할뿐만아니라다수가일반적으로판단

하는 관념적인 판단으로도 지지한다. 이같은 결과는 조

직시민행동의 개념이 공식적인 행동보다는 비공식적인

행동으로살펴보았듯각개인들이조직을위한자발적인

행동으로서 종사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 Employee Behavior Intention of Hotel Employe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

수 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한 추구하지만 종사원이 한 직장에

머물러기업에가치에기여하는할수있는기회를마련

하는것도또하나의방법이다. 그만큼종사원개인의갈

등, 조직시민행동, 행동의도간의 관계에서 보듯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호텔기업의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고찰이 지속적으로

모색해야한다.

향후연구와 한계는 본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특정기

업, 특정지역을 한해서 연구를 했지만 표본에 대한 심층

적인 고찰을 통해 샘플과 표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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