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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예측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기업경영에서는 기업들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조직들의 적

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기업들은
기업의 목적과 기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경영의 혁신

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내․외부적인환경요인들로 인해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Kim, 2003). 이러한 기업환

경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업의 조

직문화를 이해해야 하는데, 기업의 조직문화는 무한경쟁 시
대에 있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가 더

욱 요구되는 시점에 부응하여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효과적인 관리의 근거를 기업 내부의 제도나 규칙, 권한체
계, 행동규범과 같은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조직구
성원들의 행동을 이끌어 줄 수있는 포괄적 개념인규범, 가
치, 신념 등을 조직문화에서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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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gnize the self - efficac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Cronbach's s value was calculated to determine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questionnaire.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self - efficacy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that individual culture, collective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and rational cultur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lf - efficacy. Second, self-efficacy had an import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rd, individual culture and rational cultur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
ional citizenship behavior. However, the collective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which put emphasis 
on family relations and teamwork,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group culture which valuesfamily-friendly and feamwork of 
its members,or the hierarchical citure for adapting to the external environment has no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amily-friendly and lay emphasis on the teamwork of the organiza-
tion members, and it does not have an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전장철122

& Lee, 1997). 
최근 여러기업에서조직문화에대해관심을가지고 있는

것도 조직문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조직이 어
떤 상징 또는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격이 달

라진다. 이 상징성은 조직구성원을 변화시키는데 변형 능력
을가지고 있다(Kim & Kim, 2012). 따라서 조직이어떤문화
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조직의앞날이 달라질수 있다. 조
직문화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전체를 위한대안을 가지

게 하고, 조직전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Kwon, 2006; Jang, 2013).     
조직문화와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의 논의를보면, 조

직문화 유형을어떤 접근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논의가 달

라진다(Kim, 2000; Jeong & Kim, 1997). 이는 조직문화가 조
직 내 구성원들이 따르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조직문화는 리더십이나 조직문화가조직몰입, 직

무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것들을 개선할 때 조직
시민행동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Suh & Lee, 
2006). 하지만 실제 외식기업은 다양한 리더십 교육을 배우
며,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외식기업의 조직시민행

동 제고를 확인해보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hin & Lee, 2013; Jee, Kim & Kwon, 2012). 외식기업의조직
시민행동 제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식기업의 실상과 기

존의 인사관리이론으로 쉽게 설명되지 못한다. 제조기업과
달리 외식기업에서는 조직시민행동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

이 쉽게 전파되고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인사관리에서

다루는 많은 이론들이 이론과 현실의괴리라는표현으로 묻

히고 만다. 이에기존의 인사 관리 이론에아노미 현상을 적
용해 외식기업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Oh, Yoon & 
Lee, 2011). 
특히 본연구에서의외식기업조직문화에대한연구는매

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회 수준에서의 문화적 특성이 기
업 수준의 조직문화에 대한 영향력을고려하였을 때 외식기

업의 매니저나종사자 모두에게 문화적 차이가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외식기업 내부 구성원의
내적갈등 가능성을 의미하며, 조직성과에 저해 영향을 줄
수 있다(Lee, 2011; Lee, 2012; Lee, Seo & Lee, 2015; Lee & 
Lee,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uinn과 Kimberly(1984)의 경쟁가

치모형을 환경에 대한 인식유형과 조직의 반응유형을 기준

으로 합리문화, 발전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로 구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Lee & Song, 2006; Kim, 2002). 경쟁가치모
형이 제안하는조직문화유형은 다른조직문화유형에 비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척도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Lim, 2011; Lee & Song, 2006). 

최근에 이르러 조직문화가 조직성과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서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문화 중에서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자
기효능감과 조직구조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거

의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조직에서 구성원의 조직시민행
동이 중요하게 간주되는 이유는 구성원의 업적평가와 관리

적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
여부가 고려되어지고 있고,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이 조직
성과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Podsakoff, 
MacKenzie, Paine, & Bachrach, 2000). 
따라서 외식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조직문화, 자기효능감, 그리고조직시민행동이외
식기업에어떠한 영향을 미치고있는지에 대한 논의가필요

한 시점이다. 그러나 외식기업에 대한 조직문화, 자기효능
감,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외식기업의 조직문화, 조
직시민행동,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려웠다. 따라서 본연구는외식기업의 조직문화, 자기효능감
및 조직시민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외식기업의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유용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조직문화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는 조직구성원의 활동 지
침이 되는 행동규범을창출하는공통된 가치관과 신념의 체

계라고 할 수 있는데이는 조직구성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과행동하는패턴의체계를말한다(Kim, 2003). Quinn
과 Kimberly(1984)의 경쟁가치모형에 근거하여 조직문화를
구분한다. 경쟁가치모형은 개별 조직문화가 가진 다양하고
배타적인 조직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모형
은 2개의 축을 사용하여 4개의 문화유형을 구분한다. 첫 번
째 축은 융통성과 통제를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 축은 미시
적인 내부지향과 거시적인 외부지향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
한 두 가지 경쟁적 가치기준에 따라 집단․발전․계층․합

리문화 등으로 조직문화를 분류한다. 집단문화는 조직의 유
연성과 내부지향성을 바탕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 및 사기

등의 진작과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중시하는 인간중심적 문

화이다(Quinn & McGrath, 1985). 발전문화는 조직의 유연성
과 외부지향성을 강조하며 조직구성원의 성장과 자극, 다양
성을 통하여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유형이다. 
위계문화는 조직의 안정, 일관성, 공식적인 명령과 규칙, 

감독과 통제 등의 가치가 중요시된다. 공식조직과 절차 등
관료제의 가치와 규범이 중심이 된 문화이다(Ouchi,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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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문화에서는조직의 성장과 적응을지원할 수 있는 적절

한 자원 획득을 중요시하고 구성원들이 최대한지원을 받으

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수행할 수 있으므로 조직과의 일체

감이 형성된다(Zammuto & Krakower, 1991).
Quinn과 Kimberly(1984)는 합의문화가 조직의 통제와 외

부지향성을 강조하는 조직구조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합의문화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하는 현상이 나

타나는데 이것은 개인의 조직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 
합의문화 내에서 구성원들은 항상 조직이 자신들을 배려하

고 있다고 믿게 된다(Wilkins & Ouchi, 1983). 조직의 성과목
표 달성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능률성과 생산성을 중요시한

다. 또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조직구성원은 성
과나 목표달성도에 근거하여 성과보상이 이루어진다. 성과
와 목표지향적 특성을 가지며, 이를 위해 경쟁이 주된 자극
제가 된다.

Harrison(1972)은 조직문화의 특성을 이념지향(ideological 
orientation)에 있다고 보고, 조직문화유형을 외부적인 환경
을 지배하고 모든 반대를 극복하려는노력과 내적으로 끊임

없이 승진과 편익을 위해 갈등하는 권력지향형(power 
orientation), 규칙과 절차, 합법과 책임, 계급과 지위 등을 강
조하는 역할지향형(role orientation), 상위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 과업지향형(task orientation), 종사원
들의 인간적 목적과 욕구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지향

형(person orientation)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2. 자기효능감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

의 지각정도로자신의능력에대한신뢰라고하였다. Schunk 
(1981)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수행에 대한 직
접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효능감은 과제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과적 사고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Manz와 Sims 
(1987)는 부하들은 보다큰 자기통제력을 보유하고 그를 통
하여 자신감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효능감이 상승한다고 하

였다. Early와 Lituchy(1991)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
패를 내적적인 원인에 귀인시키고 새로운 전략이나 노력을

배가하는 식의 대응을 한다고 하였다. 
Betz, Klein과 Taylor(1996)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현대적

인 의미로 유용한 개념으로 접근하였는데, 효능기대는 주어
진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

고, 결과기대는 그 행동에 의해 발생될 수있는예상되는 결
과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

어 자신감에 차 있으며,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더라도 성공
할 확률이 높아지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직무를 수

행하는데 자신감이 결여되고, 실패할 확률도 높고, 과업 수
행 시 생길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어렵다. 

An과 Park(2011)은자기효능감이높을수록구체적이며 뚜
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
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였다. Cho(2007)는
리더십과 부하의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리더의

행동과 부하의 심리 상태가 부하의 행동에 이르는 통합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Hong, Jung과 Kim(2012)은 종사원 스스
로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종사원일수록 자신감이 높으며, 자신
이 유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과업의 성공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Bae, Kwon과 Jang(2017)은 학교급식 조리종사

자의 직무환경과 자기효능감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관

계 분석결과, 자기효능감은자신감, 과업도전감이 직무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에는

과업 도전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기업의 조직문화에 대한 하위차

원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3.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은 조직

에서 필요한 행동이며, 조직의 결과와 효과성을 높이는 요
소로 작용한다. Barnard(1983)는 조직에서 협동체계를 유지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Kart와 Kahn(1978)은 혁신적이고 자
발적인 행동으로 정의하면서부터 조직 연구에서 학문적 개

념으로 활용하였다.
Hsiung, Lin과 Lin(2012), Witt, Kacmar, Michele, Carison과

Zivnuska(2002), Chang, Rosen과 Levy(2009), Vigoda(2000), 
Maslyn, John과 Fedor(1998)의 연구에서 조직 내 정치가 조직
시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Organ과 Ryan(1995), Podsakoff 등(2000)은 조직시민행동
을 이타성(altruism), 예의성(courtesy), 스포츠맨 십(sportsman-
ship), 양심성(conscientiousness), 시민 정신(civic virtue) 등 다
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이타성은 조직내 업
무나 해결해야 할 문제와 다른 동료를 도와주는 자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이타적 행동은 결근한동료

의 일을 대신해 주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도
와주거나, 자발적으로 신입사원을 도와주는 일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예의성은 자신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되는역할을 수

행하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들이겪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다. 셋째, 시민정신은 조직내 활동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맨 십은
조직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 비난을 삼가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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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인내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사소한 문제에 대한

불평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 조직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문제나 고충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불
평하는 것 대신에 더욱 건설적인 목적에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Go, Kang과 Kim(2015)은 조직침묵을 매개변수로 하여, 조

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인과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최
근 심리학계를중심으로조직 내 정치가 조직시민행동에 부

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Kim & 
Park, 2012; Bae & Kim, 2010). Kim과 Kim(2012), Han(2011)
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 정치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은 자체로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동료간의 생산성을높이고, 조직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Organ, 1997), 
조직구성원들이 이직하지 않고 매력을 느끼면서 일하게 하

고, 구성원들 간의 조정을 강화(Smith, Organ & Near(1983)시
킴으로써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조직
시민행동의 정의는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개

인의 업무수행 책임을 넘어서,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이기
적인 측면이 없이 동료들을 도와주며, 예상치 못한 업무의
부담을 잘 이겨내면서 적극적으로 조직 활동에관여하는 것

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선행요인으로 조직문화가 조
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외식기업의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이 해야 할 업무뿐만 아

니라, 느끼고 생각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Fig. 1. Research model.

정당화하는 방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조직문화(Suh & Lee, 2006; Lee & Lee, 1998; Han, 2009)와

자기효능감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조직
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서 자기
효능감과 조직시민행동에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3.2. 연구가설

본연구는연구의이론적 모형에 따라논리적으로모호성

을 배제하고, 외식기업의 조직문화에 대한 하위차원으로 개
별적 문화, 집단적 문화, 위계적 문화, 합리적 문화가 자기효
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종속변수인 조

직시민행동에 따른 외식기업의 조직문화를 측정하여 내부

종사자들의 인적자원관리에 유익한 사사점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3.2.1. 조직문화와 자기효능감

조직문화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조직을 구성하는 종

사원에게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요인으로 각각의 변수와 다

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Yun, Gweon과 Sung(2010)은 자원봉사관리자가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인관계를 높여야 하며 이와 같은

관계를 높여주기 위한 조직문화의 하위요인중 하나인 관계

지향적 문화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n과 Yang(2011)
은 호텔종사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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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높게 지각하

는 종사원일수록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를 많이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모두 종사원의 신
체적, 심리적인 분야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Kim과 Kim(2010)은 조직문화의 하위차원이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론을 바탕으로 조직문화의 하위차원이 직무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조직문화에 미
치는 영향에서는 모든 하위요인 합의문화, 발전문화, 위계문
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

조절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i, Kim, & 
Lee, 2014). Jung과 Ryu(2010)는 호텔 조리사의 사회적 지원
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
리사에게 이루어지는 팀, 동료의 지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을 높게 지각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성과를 위한 성취욕구

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조직문화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외식기업 종사원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아래의 가설을 설

정하였다. 

H1. 외식업의 개별적 문화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외식업의 집단적 문화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외식업의 위계적 문화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외식업의 합리적 문화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자기효능감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Park(2017)은 한식 뷔페레스토랑 종사원의 감성지능이 자
기효능감 및 조직시민행동 관계 분석결과, 한식 뷔페레스토
랑 종사원의 자기효능감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g과 Park(2017)은 커피
전문점 종사원의 감성지능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분석결과 커피전문점 종사원의 자기효

능감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Na, Bae과 Byeong(2015)은 패밀리레스토랑 종
사원의 감성지능과 조직시민행동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분석결과 감정지능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있

어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와 Yoon(2012)은 감성지능, 직무만족, 자기효능감이 조직시
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감성지능은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무만족과자기효능감은조직시민행동에긍정적인영
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과자기효능감
모두 감성지능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외식업의 자기효능감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Lee와 Jeon(2016)은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
계에서 기능별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조직공정성

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기

능별로 살펴본 결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조직문화의 영

향력도기능별로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Bae와 Jang(2017)
은 조직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결과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조직문화는 합리문화와

위계문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
동에 대한 조직문화는 합리문화와 개발문화가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므로 외부지향성을 강조하는 기업은 집단문

화와 위계문화보다는 합리문화와 개발문화를 지향 할 필요

성이있다. 셋째, 합리문화는 조직의 내부지향적인 조직문화
와 조직시민행동과 외부지향적인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

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과 Ko(2015)는 제조, 서비스, 금융업 종사자 간 GWP 

조직문화가 긍정심리자본,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
는 영향관계 분석결과 제조/서비스/금융업에서 GWP 조직문
화는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조직시민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몰입도 제조/서비스/금융업
에서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와 서비스업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
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금융업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yu와 Ryu(2015)는 조직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의 조직문화가 조직시민행

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의 경우 경쟁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직문화 유형 중 집단문화, 관료
문화, 개발문화 순으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경우 관료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직문화 유
형중 경쟁문화, 집단문화, 개발문화 순으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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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설정하였다.

H6. 외식업의 개별적 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외식업의 집단적 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외식업의 위계적 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외식업의 합리적 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외식업(개별적, 집단적, 위계적, 합리적 문화)과 조직
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조직문화

외식기업의 조직문화는 외식기업에 종사하는 조직구성원

이서로공유하는의미또는신념체계로서본연구에서는조

직문화의 유형을 Quinn(1984)의 경쟁가치접근모형을 기초
로 개발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로 구분하여 종
사원들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차원만을 고찰하고 측정방

법으로는 리커트 5점 1=‘전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음’, 5=
‘매우중요하게고려됨’으로조직문화의정도를측정하였다.  

3.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고 실행해 갈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Bandura, Adams, Hardy, & Howells, 1997). 
본 연구에서는 외식기업 개인의능력에대한판단과 관계

되는 것으로 개인의 어떠한 행동이나활동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수있는능력에대한신념을측정할수있는 Chen, Stanley, 
Gully & Dov Eden(2001)이 개발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상의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고 있는데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고자
하는내용에 매우 긍정적인반응을 뜻하고 1점은 ‘전혀그렇
지 않다’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뜻한다.

3.3.3.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조직구성원의 자유재량 하에 있고, 조직
의 공식적 보상체계에 의해 보상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합하여 조직이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도움이되는 행동을

말한다(Organ, 1988).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을 외식프
랜차이즈기업 종사자의 자유재량 하에 있고, 조직의 공식적

보상체계에 의해 보상되지는 않으나, 조직에서 반드시 수행
해야 하는 역할 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의
척도로는 Organ(1988)이 제시한 이타성, 양심성, 스프츠맨
십, 시민정신의 요소를 바탕으로 문항들을 재구성한 5개 문
항을 측정하였다.

3.4. 조사 및 설문지 설계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외식기업의 조직문화, 자기효능감,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인
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식기업(삼성웰스토리 푸드서비스
브랜드 : FRIGGA, 가츠엔, 싱푸차이나, 나폴리폴리, 한그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의 목적
과 응답방식을 설명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자료처리분석은회수된총 341부중부적절하게응답한 13부
를 제외하고, 총 328부를가지고, SPSS 22.0 및 AMOS 22.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
도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고, 설문도구의 내
적일치도를알아보기위해 Cronbach 값을구하였다. 설문대
상자의일반적특성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하였고, 기초분
석으로 연구대상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을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1과같다. 성별은남성 181명(55.2%), 여성 147명
(44.8%)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29세 47명(18.6%), 30∼
39세 61명(15.8%), 40∼49세 75명(22.9%)으로 나타났다. 학
력은 고졸이 15명(4.6%), 전문대학 졸업 109명(33.2%), 대졸
이 202명(61.6%)으로나타났다. 직급은 사원이 202명(61.5%), 
매니저 58명(17.7%), 과장이 47명(14.3%), 팀장이 21명(6.4%) 
으로나타났으며, 월소득은 100만원미만 90명(27.4%), 101～ 
200만원 90명(27.4%), 201∼300만원 85명(25.9%) 순으로 나
타났다.

4.2.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전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544.675, df=310, p=0.000, RMR=0.042, GFI=0.901, AGFI=0.861, 
NFI=0.905, IFI=0.957, TLI=0.942, CFI=0.956으로 대체적으로
적합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들의 비표
준화λ의 C.R. 절대값이모두 1.96(p<0.05)보다높아서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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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외식기업의 기업문화의 하위요인은 선행
연구의 설문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요인명은 개별적 문화, 
집단적 문화, 위계적문화, 합리적 문화의 4개의하위요인으
로 명명하였다.
잠재변수 각각의 개념 신뢰성과 AVE는 각각 0.7과 0.5를

상회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뢰성이 인정된다.

4.3. 가설의 검증

구조방정식은 선행이론에 의해 설정되는 연구모형을 기

반으로 공변량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직접 효과와 이외

에도 간접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인과관계

를 규명해주는 통계적 기법이다. 외식기업 조직문화의 하위
차원인 개별적문화, 집단적문화, 위계적문화, 합리적문화
와 자기효능감 및 조직시민행동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

General 
information General inform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181 55.2

Female 147 44.8

Age (yr)

20～29  47 14.3

30～39  61 18.6

40～49  75 22.9

50～59  68 20.7

More 60  77 23.5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5  4.6

Some colleges or 
associate degree 109 33.2

Bachelor's degree 202 61.6

Graduate school≤   2  0.6

Position

Employee 202 61.5

Manager  58 17.7

Section chief  47 14.3

Team leader  21  6.4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 100  90 27.4

101～200  90 27.4

201～300  85 25.9

301～400  38 11.6

401 ≤  25  7.7

Total　 328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해서 전체적 모형에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
용하여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Table 2.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Estimate S.E. C.R. AVE CCR α

Individual 
culture

0.869 0.056 15.407

0.884 0.773 0.983

1.032 0.07 14.638

0.893 0.07 12.74

1.117 0.067 16.637

1

Collective 
culture

0.847 0.048 17.558

0.796 0.683 0.895

0.713 0.054 13.268

0.554 0.062  8.955

1 0.054 18.612

1

Hierarchic
al culture

1.074 0.078 13.744

0.857 0.669 0.881
1.008 0.067 15.107

0.948 0.077 12.253

1

Rational 
culture

0.875 0.114  7.683

0.814 0.609 0.863

0.656 0.101  6.467

0.773 0.083  9.291

0.812 0.112  7.239

1

Self 
efficacy

0.786 0.057 13.848

0.873 0.748 0.914

0.775 0.058 13.389

0.868 0.073 11.832

0.967 0.066 14.662

1

Organizati
onal 

citizenship 
behavior

1.056 0.059 17.768

0.791 0.652 0.817

0.985 0.056 17.523

0.87 0.051 17.072

0.99 0.056 17.787

1

χ2=544.675, df=310, p=0.000, RMR=0.042, GFI=0.901, 
AGFI=0.861, NFI=0.905, IFI=0.957, TLI=0.942, CFI=0.956   

* item - in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item is deleted after being 
measured at less than 0.5 of the standard loadings in the con-
firmatory factor analysis.

*CCR, convergent construct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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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ric estimation results for research model

Hypothesis Estimate S.E C.R p Determination

H1 Individual culture → Self efficacy 0.361 0.065 5.543 0.001*** Supported

H2 Collective culture → Self efficacy 0.443 0.073 6.03 0.001*** Supported

H3 Hierarchical culture → Self efficacy 0.249 0.086 2.902 0.01** Supported

H4 Rational culture → Self efficacy -0.276 0.072 -3.855 0.001*** Supported

H5 Self efficacy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0.176 0.064 2.765 0.01** Supported

H6 Individual culture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0.498 0.062 8.098 0.001*** Supported

H7 Collective culture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0.082 0.067 -1.218 0.05 Non supported

H8 Hierarchical culture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0.086 0.07 1.235 0.05 Non supported

H9 Rational culture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0.195 0.063 3.097 0.01** Supported

*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t * p<0.05, ** p<0.01, *** p<0.001.

검증결과는χ2=544.675, df=310, p=0.000, RMR=0.042, GFI= 
0.901, AGFI=0.861, NFI=0.905, IFI=0.957, TLI=0.942, CFI= 
0.95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수는 일반적인 평가 기준을
삼는 지표들과비교할 때 대체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구 개념들 간의구조적 영향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조
모형 분석결과는 두 개의 가설 결과를 제외하고는 연구가설

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유의한 영향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 결
과에서 영향 요인인 외식기업 조직문화의 하위차원인 개별

적 문화, 집단적 문화, 위계적 문화, 합리적 문화와자기효능
감 및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개별적 문화
(t=5.543, p<0.001), 집단적 문화(t=6.030, p<0.001), 위계적 문
화(t=2.902, p<0.05), 합리적 문화(t=-3.855, p<0.001)는 자기
효능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가설 1, 2, 3, 4는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t=2.765, p<0.05)은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가설 5는 지
지되었다. 셋째, 개별적 문화(t=8.098, p<0.001), 합리적 문화

Table 4. Content of direct & indirect effects

Contents Individual culture Collective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Rational culture Self efficacy

Self efficacy

Direct effects -.276 .249 .443 .361 -

Indirect effects - - - - -

Total effects -.276 .249 .443 .361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irect effects .195 .086 -.082 .498 .176

Indirect effects -.049 .044 .078 .064 -

Total effects .146 .130 -.004 .562 .176

(t=6.030, p<0.001)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적 문화(t=-1.218, p<0.01)와 위계
적 문화(t=1.235, p<0.01)는조직시민행동에유의적인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6, 7, 8, 9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Table 4는 검증된 구조모형을 토대로 조직시민행동으로
나타나는경로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한효과를분해한결

과이다. 우선, 자기효능감에가장긍정적인(+) 영향을미치는 
외식기업의 조직문화는 위계적 문화였으며, 가장 부정적인
(-) 영향을 미치는 외식기업 조직문화는 개별적 문화였다. 
효과분석은 독립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 개별적 문화, 

집단적 문화, 위계적 문화, 합리적 문화를 제외한 다른 자기
효능감, 조직시민행동에 해당된다. 
먼저, 자기효능감의 경우 외식기업 개별적 문화의 직접

효과인 -0.276, 집단적 문화의 직접효과인 0.249, 위계적 문
화의 직접효과인 0.443, 합리적 문화의 직접효과인 0.361이
자기효능감이 갖는 총효과들이며, 위계적 문화가 가장 긍
정적이고 높은 영향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조직
시민행동의 경우 개별적 문화의 직접효과인 0.195,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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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직접효과인 0.086, 위계적문화의직접효과인 -0.082, 
합리적 문화의 직접효과인 0.498, 자기효능감의 직․간접
효과인 0.176, 이 조직시민행동이 갖는 총효과들이며, 이들
중 합리적 문화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5. 결  론

본 연구는외식기업의조직문화에대한자기효능감및조

직시민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외식기업 운영에 유용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고,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
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값을 구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기초분석으로
연구대상 변수의 탐색적요인분석 및확인적 요인분석을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을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
을 실시하였다.
외식기업의 조직문화가 자기효능감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첫째, 개별적 문화, 집단
적 문화, 위계적 문화, 합리적 문화는 자기효능감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개별적 문화, 합리적 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적인 인간관계와 팀
워크에 역점을 두고 있는 집단적 문화와 위계적 문화는 조

직시민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집단문화와 개발문화는 연구
자의 조사지역이 서로 다르고, 조사대상 업종이 전체 업종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때문에 다르게 나타난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가족 친화적이고 조직구성원의 팀워크를 중시하

는 집단문화와 외부환경에 적응력을 강구하는 위계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텔기업 조직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Byun & Park(2017)의 연구와 조
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문화에 미치

는 영향력도 기능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Lee & Jeon 
(201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조직문화는 합리문화와 위계

문화가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조직
문화는합리문화와 개발문화가 유의(+)한영향을 미치고, 합
리문화는 조직의 내부지향적인 조직시민행동과 외부지향적

인 조직시민행동에 모두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Bae & Jang(2017)의 연구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효과분석결과에서는 자기효능감의 경우 외식기업 개별

적 문화의 직접효과, 집단적 문화의 직접효과, 위계적 문화
의 직접효과, 합리적 문화의 직접효과가 자기효능감이 갖는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계적 문화가 가장 긍
정적이고 높은 영향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조직
시민행동의 경우 개별적 문화의 직접효과, 집단적 문화의
직접효과, 위계적 문화의 직접효과, 합리적 문화의 직접효
과,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직․간접효과가 조직시민행동이
갖는총 효과들이며, 이들중 합리적 문화가 가장 큰 영향력
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의 목표달성과구성원의 업무생산성을
강조하며, 구성원간의 경쟁이 중요한 자극제로 작용되는 개
별적 문화와 합리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하지만 외식기업의 합리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업종에 비해 외

식기업의 경영환경이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가지고 있고, 이
로 인해조직구성원들의 목표달성 여부와 생산성 향상이 기

업의 존폐로 까지 작용될 수 있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외식기업의 관리자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제공하고, 개방적
사고를 독려하며, 이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
러서 조직구성원의 업무편람에 의한 명확한 규정과 과업의

목표를 제공하고, 직급별 체계를 유지시켜 안정적인 조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조직구성원들 간에 친화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비전을 설정해
주며, 합리적인 위계질서를구성할때, 조직원들의 조직시민
행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조직구성원들의내부
지향적인 조직시민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합리성을 바탕으

로 조직의 목표설정과 적절한 위계적 통제 속에서 직급별

지휘체계 간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때, 조직시민
행동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외식기업 종사

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지역적 한계

점과 표본의 자료 수집이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가이루

어져 전체적인 다양한 외식기업에 대해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점이 있다는 부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
점을 보완하여 다양한척도의 개발과 보완으로 지속적인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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