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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정치지각이 조직공정성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특 1급 호텔구성원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on organizatio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Focusing on super deluxe hotel employees
변재우*・성혜진**
Byun, Jae-Woo・Sung, Hye-Jin
Abstract
This study uses empirical research to test the influence that hotel employees’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POP) have on organizational justice(OJ)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OCB). A total of 350 set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from November 1 to December 30,
2017, to employees at super deluxe hotel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the data gathered from 308 sets
were us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when it comes to the
influence of the hotel employees’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on (OJ), supervisory perceptions of
politics(SPP), one of the variables of organizational politics, did not have a negative (-) influence on
distributive justice(DJ) and interactional justice(IJ), but had a negative impact on procedural justice(PJ). On
the other hand, co-worker perceptions of politics(CPP) negatively influenced all of (DJ), (PJ), and (IJ).
Second, as for the influence that (OJ) has on (OCB), (DJ) and (IJ) affected (OCB), whereas (PJ) did not
have any impact on (OCB).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hotel employees’ increased perceptions might
influence (DJ) and (IJ) and consequently negatively affect the hotel employees, and that improved (PJ)
could improve the (OCB) of hotel employees.
Key words :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Behavior, Super Deluxe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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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정치지각이 조직공정성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Ⅰ. 서 론

술과 감정고갈의 조직정치지각의 매개역할, 조직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개인과 집단으

정치지각에 대한 대처로 감정고갈과 조직시민행

로 구성되어지는데 “대인관계에 영향력을 뛰어나

동에 있어서 정치기술의 역할, 대인관계역량으로

게 행사하는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에

서 감성지능과 정치기술, 조직정치지각과 결과에

비하여 정치적인 상황 하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

대한 직접 및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소진의 선구

는 관리자 혹은 상사들로부터 원하는 바를 더 쉽

자로서의 조직 정치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게 얻을 수 있는(김태구, 2016: 220)” 조직정치

호텔기업에서 구성원들이 팀 간 혹은 다양한

지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목표나 타인

종류의 갈등으로 정치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구성

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의 이익과 안정

원의 조직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을 위해 시도되는 조직정치로 인해 조직에 대한

수 있다(김하얀, 2014). 이는 호텔기업의 직무특

신뢰감 저하, 구성원들간의 상호비방과 갈등 직

성상 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느낄 수 있는 부정적

무성과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이근환・장영

영향은 고객에게까지 이어지며 이는 경영성과에

철, 2012; 김정태・홍아정, 2013). 이처럼 조직

도

내에서 관행처럼 발생되는 조직정치와 같은 부정

2012). 이러한 구성원 개인이 느끼는 조직정치지

적인 행위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이를 바람직하지

각은 조직 내 보상, 평가, 승진 등의 분배 과정에

못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서 조직 정치성에 의해 불평등이나 공정함이 발

대해 침묵하고 이러한 행태가 장기적으로 바람직

생하였다는 인식(김미선, 2009)으로 연결될 수

하지 못한 조직의 행위를 조직 내에 일상적 관행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불공정함에 대한 인식

으로

때문이다(강제상・고대유,

의 원인을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정치행위에서

2014). 이는 조직 또는 팀 내에서 발생되는 조직

찾을 수 있다(김현성ㆍ박세영, 2012; Kacmar &

정치지각으로 인하여 직무성과 저하 등의 결과로

Ferris, 1991). 이에 호텔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

조직 전반의 정책 제도 변화 및 혁신활동에 대해

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직에 대한 공정성 지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감정 혹은 불신 등 비판적

각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정성은 개인

태도를 갖게 한다(Aryee, Chen & Budhwar,

이 자신의 투입에 대한 성과의 비율과 준거대상

2004; 김정태・홍아정, 2013). 이러한 결과는 호

의 비율이 일치할 때 공정하다고 느끼며, 이로부

텔기업에서 제한된 경력과 승진기회 등과 같은

터 동기유발, 만족이 촉진되어(Adams, 1965) 이

열악한

는

고착화시키기

근무환경(Karatepe,

Yorganci,

&

영향을

미친다(신규희・이종학・이수범,

공정성이론은

통해

조직시민행동같은

Haktanir, 2009; Kusluvan et al., 2010)으로 인

(Murphy et al., 2003) 구성원들의 반응 및 조직

해 불공정한 보상 및 승진 등과 같은 조직정치행

상황에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Brashear,

위들이 발생하면 구성원들은 이로 인하여 스트레

Manolis, & Brooks, 2004; Greenberg, 1990).

스를 받게 되고 결국 스스로 친사회적 행동을 억

또한 조직구성원은 자신을 공정하게 대우한 집단

제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태구,

이나 개인을 위해 자신의 조직시민행동을 주의

2016). 현재 호텔 고객접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깊게 찾고자 노력하고, 자신을 공정하게 대우하

수행된 조직정치지각과 관련한 선행연구들(김태

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조직시민행동을 유

구・김범진,2014; 김태구, 2016; 김태구, 2018;

보한다(Cropanzano, Bowen, & Gilliland, 2007).

Karatepe, Babakus, & Yavas, 2012)은 정치기

이러한 이유로 공정성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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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직공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분배, 절차, 상

태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전략적 행동(Harris et

호작용공정성은 한국 기업조직이 내부 변화와 함

al., 2007)으로, Mintzberg(1983)는 비공식적이

께 구성원의 직무태도와 행동관련 중요한 조직

고 은밀한 행동을 취하며 조직을 위한 행동 같지

관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이근환・장영철,

만 실제로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2012). 이에 기존 연구에서는 조직정치행동 대상

계획된 행동이라 하였다(김하얀, 2014). Ferris et

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조직공정성과

al.(2007)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차이가 발생할 수

강요하고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라 하였다.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호텔구성원들이 느끼

이는 조직정치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

는 조직정치지각 대상을 상사와 동료로 구분하여

는 비공식적 행위들로 표출되며 조직성과에 영향

조직공정성과의 관계를 검증하고, 조직공정성의

을 미치는 중요 변수이다(Vigota & Drory, 2006;

효과를 검증하여 조직시민행동에 따른 인과관계

김정태・홍아정, 2013). 또한 Vigoda(2000)은

를 규명하여 선행연구와의 결과를 비교, 위에서

조직 내 정치는 마치 '소리 없는 적(silent

언급된 변수들이 호텔기업의 궁극적인 성과에 영

enemy)'과 같아 구성원 간의 협력적 행위를 저해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기 위해 연

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 직무만족 등 조직성과

구를 수행하여 인적자원 관리에 새로운 시사점을

와 관련된 변수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

제안하고자 한다.

였다.
이러한 조직정치지각은 상사정치지각과 동료
정치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은국・지성호・
김미성, 2015; 최경춘・남유진・심선아, 2017).

Ⅱ. 이론적 배경

김종국(2015)은 상사정치와 동료정치의 부정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박지은・강영순

1. 조직정치지각

(2014)은 조직정치지각을 상사와 동료로 구분한

조직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조직

연구를 검증하여, Kacmar & Ferris(1991)에 의

정치는 거시적 접근의 연구와 주로 조직 내 개인

해 개발된 측정도구 12문항 가운데, 조직차원으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접근의 연구로

로 인식되는 승진과 임금을 제외하고 동료행동,

구분할 수 있다(배성현・김미선, 2010).

Witt,

성공을 위한 추정행동, 일반정치행동을 검증하였

Andrews, & Kacmar(2000)의 연구에서 조직정

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정치지각을 다중초점(상

치지각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사, 동료)으로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양

달성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 에게 공

병철(2016)은 조직정치지각을 조직에서 정치적

식적 권한 이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도적 과

행동의 대상을 기준으로 상사 및 동료로 구분하

정을 지각하는 정도”라고 개념화하였다. 조직정

여 차별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상사

치는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개인이 실익을 강화

조직정치지각을 상사의 자기이익 중심적이고 불

하기 위해 조직 내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

합리적인 행동을 비윤리적 행동으로 지각하여 구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Harris, Harris,

성원은 상사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 Harvey, 2007; 박지은・ 강영순, 2014). 원천

(윤선영・권석균, 2015). 동료 조직정치지각은

적으로 조직 전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낮은 상

동료의 사익 추구 행동으로 인식하고, 동료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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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행위가 자신의 승진 및 보상에 부정적인 영향

감정적 반응이며(Colquitt et al., 2001), 조직 내

을 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이은국 외,

의 직무 만족과 업무 수행의 성과 측정을 향상시

2015). 이는 조직정치를 지각하는 대상에 따라

킬 수 있다(Wang et al., 2010). 선행연구를 살펴

구성원의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정치

보면, 조직정치지각의 원인이 되는 변수로 조직

지각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박지은・강영순

공정성(Andrews & Kacmar, 2001; Byrne, 2005;

(2014)은 기존의 조직정치지각 연구에서 간과되

Muhammad, 2007; Miller & Nicols, 2008; 배성

는 부분으로 조직정치지각 대상에 따른 영향력에

현・김미선, 2009)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조

주목 하였다.

직정치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
조직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업적

2. 조직공정성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양상에 대한, 구성원이 자신의 업

과 품격을 갖춘 대우가 필요하며, 조직구성원간
의 이기적인 조직정치지각을 줄여야 한다(배성
현・김미선, 2009)

무수행 시 공정한 대우가 직무태도 혹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Greenberg, 1990)으로 이것은

3. 조직시민행동

조직구성원들이 조직공정성에 대해 지각하는 것

Organ(1988)은 조직시민행동을 명시적, 직접

은 구성원들이 해당 조직 안에서 자신의 노력에

적으로 공식적 보상을 받지 않지만, 총체적으로

대해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볼 때조직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개인의

믿음을 갖도록 하여 조직효과성 향상의 근본적인

자유 재량적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밖에

원인이 된다(강상묵, 2014). 조직공정성 중 초기

부탁하지 않은 일, 의무적이지 않는 일에 대한 자

에는 보상에 대한 분배결정과 그 인식을 다루는

원행위, 불평 하지 않는 행위 등도 포함 한다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이 주목 받았으

(Bateman & Organ, 1983). 보상과는 관련이 없

며, 직무와 관련된 보상의 분배로 개인의 결과물

으나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유

로 얻어지는 보상이 공정한지에 대한 개인의 정

효성을 제고하는 행동으로 함축 할 수 있다(김연

도를 의미(이철기・이동진, 2012)한다고 하였고,

희, 2016). 조직의 공식적인 보상체계에 의하여

조직공정성은 어떤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식되면

직접적 혹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조직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Weiss, Suckow, &

구성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서 조직 전체의 효과

Cropanzano, 1999), 임금, 승진, 조직 내에서의

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한진환,

평가 등의 결과물에 대해 직원들이 느끼는 지각

2011). 조직시민행동을 구성하는 차원으로는 이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조직은 절차공정

타적 행동, 예의, 스포츠맨십, 양심적 행동 시민

성(Procedural Justice)을 통해 의사결정에 기초

의식이 있다(Organ,

가 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평가

(2013)은 비록 호텔종사자의 공식적인 행동으로

기준을 의사 결정자의 선택, 교육 및 지각된 이미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효과

지를 관리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Cloutier &

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고 종사자들의 성과를 향

Vilhuber, 2008). 상호작용공정성(Interactional

상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행동이라 정의하다. 특

Justice)은 직원이 조직으로부터 종사원과 상사

히 호텔산업에서는 업무 중에 발생하는 모든 것

및 조직과의 관계형성의 관점으로 존중, 배려 등

을 예측하거나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종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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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행동이 더욱 필요하다(유종식・이애주・

한 지각은 연구에서 조직공정성에 유의한 부(-)

한희섭, 2017)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선행 연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강상묵,

구들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행동과 관련한 연구에

2016) 등은 팀 내 구성원들이 조직정치를 높게

서 조직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지각할수록 조직공정성을 낮게 지각하게 되는 것

을 미치는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Cohen-

을 의미한다. 이어 양병철(2016)의 연구에서, 상

Charash & Spector, 2001; Aryee, Budhwar &

사정치지각에는 상호작용공정성, 절차공정성 순

Chen, 2002; Skitka, Winquist, & Hutchinson,

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만 동료정치지각에서는

2003). 이러한 결과는 조직공정성이 구성원의 긍

예상과 달리 분배공정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적 태도 및 생산적 행동 향상에 기여하고 부정

상호작용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

적 태도 및 행동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됨을 의미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호작용공정성과

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절차공정성이 상사 변인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
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조직공정성 연구접근방법

4. 구성개념간의 관계

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1) 조직정치지각과 조직공정성과의 관계

르면 조직 내 정치와 조직공정성이 상호 부정적

Nihat, Samet, & Ozgur(2016)의 실증연구에 따

기존의 선행연구로 Andrews & Kacmar(2001)

인 관계성을 지닌 관계임을 증명하였으며 정종

는 조직정치지각은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에

원(2017)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 정치는 직, 간접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Muhanmad

적으로,

(2007)는 절차공정성이 조직정치지각에 부(-)의

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에 부정적 영향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Miller & Nicolas(2008)

을 주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은 조직정치지각이 분배공정성에 부(-)의 영향을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직공정성 전 하위 요인인 분배공정

미친다는 하였다. 배성현・김미선(2009)은 조직

H1 : 조직정치지각은 조직공정성에 부(-)의 영

정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다차원 공정

향을 미칠 것이다.

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의 영향력 관계를 규명
한 결과,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 모두 조직

H1-1 : 조직정치지각 중 상사정치지각은 분배

정치지각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절차공정성의 전반적 조직정치지각에 미치는 영

H1-2 : 조직정치지각 중 동료정치지각은 분배

향력의 정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는 대상초점에 따라 공정성의 조직정치지각

H1-3 : 조직정치지각 중 상사정치지각은 절차

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추론 가

공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능하게 한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H1-4 : 조직정치지각 중 동료정치지각은 절차

볼 때 조직정치지각과 조직공정성은 조직구성원

공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며, 공정성은 조직 내

H1-5 : 조직정치지각 중 상사정치지각은 상

정치행위와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

호작용공정성에 부(-)의 영향을 미

다(박정일・이강수・황호영, 2014). 또한 항공사

칠 것이다.
H1-6 : 조직정치지각 중 동료정치지각은 상

객실 승무원들이 지각하는 팀 내 조직정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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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공정성에 부(-)의 영향을 미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다.

칠 것이다.

정상열(2016)의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조직공
정성의 분배, 절차, 상호작용공정성이 높이기 위

(2)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평가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공정성 인식이 조직시민행

절차가 공정하게 처리하여 조직시민행동을 향상

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시킬 필요성을 의미한다. 홍권표(2017)의 연구에

다(Cohen-Charash & Spector, 2001; Colquitt

서 상호작용공정성은 관계지향 또는 도전지향 조

et al., 2001). Masterson et al.(2000)의 연구도

직시민행동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절차공정성 혹은 공평성(equity)의 인식은 조직구

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성원의 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이 조직구성원의 조직을
위한 생산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조직시민행동

H2 : 조직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

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며(Cohen-Charash &

향을 미칠 것이다.

Spector, 2001),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시민행

H2-1 : 조직공정성 중 분배공정성은 조직시민

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정현・이재훈・김기근, 2010; 손승연・박희

H2-2 : 조직공정성 중 절차공정성은 조직시민

태・윤석화, 2015).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Song et al.(2012)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

H2-3 : 조직공정성 중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시

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절차공정성은 조직시민행

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과 영향을 미치며, Konovsky & Pugh(1994),
Niehoff & Moorman(1993) 등의 연구에서는 조
직구성원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

Ⅲ. 연구 설계

수록 자발적으로 상사나 동료를 돕고자 하는 이
타적 행동이 증대된다고 하였다. Murphy ＆
Berman(2002)은 상호작용공정성이 분배공정성

1.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의 설정

과 절차공정성보다 더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였다. 이종완・김충현・이재훈(2014)의 연구에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Figure 1>과

서 분배가 공정할수록, 그리고 보상과정에서 구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성원간의 상호작용공정성이 높을수록 그들의 조
직시민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
환・조남신(2015)의 연구에서 분배공정성과 절
차공정성은 조직지향 시민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며 절차공정성만이 경영자 신뢰를 매개
로 조직지향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호・설현도(2016)
의 연구에서 절차적 공정성은 조직 시민행동에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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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

본 연구에서는 첫째, 조직정치지각은 조직에서

여 “나는 사소한 일을 과장하지 않는다” 등의 3

정치적 행동(Political Behavior) 공식적 역할의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적합

일부로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내에서

하게 수정・보완하여 총 18개 문항을 Likert 5점

이익과 불이익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척도로 측정하였다.

(Robbins, 2005)으로 정의하며 조직정치지각 중
상사정치지각은 상사가 자신의 이익을 유지, 강
화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으로

&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특1급 호텔에 근

Kacmar(1992)과 Hockwater et al.(2003)의 설

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문에서 수정, 보완하여 “상사는 승진, 보상 등 인

실시하였다. 객실부서, 식음료부서(연회 포함),

사문제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한다” 등

조리부서(연회 포함), 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의 3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동료정치지

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대

각은 조직에서 동료가 자신이 이익을 유지하고

하여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설문 조사자를 선정

강화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으로 Ferris &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은 2017년 11월

Kacmar(1992)의 측정설문 중 “나의 동료들은 이

1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총 350부가 배

기적이다” 등의 3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

부되어, 수거된 설문지는 317부(90.6%)이었고,

하였다. 둘째, 조직공정성은 Folger & Cropanz

불충분하게 응답한 것을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ano(1998)의 조직구성원들 스스로 공정하게 또

후 308부(88.0%)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이용

는 불공정하게 취급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으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

로 정의하며 조직공정성의 하위 요인으로서 분배

램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

공정성은 Moorman(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 문항 간의 신뢰

“나의 보수는 나의 업무성과로 볼 때 공정한 편

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값을 이

이다” 등의 3개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

용한 신뢰도 분석, 측정변수들의 내용 타당성과

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절차공정성은 Alexa

신뢰도

nder & Ruderman(1987)과 McFarlin & Sween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및 상관관계

y(1992)이 사용한 “호텔은 의사결정에 대해 항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20.0 통계 패키

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

지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차가 공정하다” 등의 3개 항목을 수정・보완하였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최종변수를 결정하

으며,

측정은

고,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Moorman(1991)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통

하여 “상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권리에

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를 확인하

관심을 보인다” 등의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셋

였다.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Ferris

3. 표본 설계 및 분석 방법

째, 조직시민행동을 호텔기업들에서 종사원의 자
발적인 역할 외의 행동으로 정의하며(김주연・이
형백, 2015),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Organ(1988)과 Podsakoff et al.(1990)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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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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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분석

각 구성개념인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전체
모델의 적합수준을 파악하고, 개별 요인에 대한
관측변수 신뢰도를 검증한 후 최종문항이 전체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모델에서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적합도는 χ2=276.562, RMR=.056,
GFI=.912, AGFI=.875, NFI=.881, CFI=.928 등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모형 적합지수 중 일부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가 합당기준에 약간 미흡하지만 GFI, AGFI는 표

다양한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inconsistencies)으로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특성으

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로부터 자유로운 CFI를 권고한다는 점(송지준,

같다.

2014)과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아이겐 값이 1이상의 총 6개 요인이 도출되었

본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으며, 누적설명력은 71.885%, 내적 일관성 측정

판단하여 본 연구자는 적합도 지수가 만족스럽게

을 위한 신뢰도분석을 한 결과 Cronbach’s α 값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연

이 0.667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0.6

구 개념별로 집중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념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강병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분산추출지수(ave

서・김계수, 2009), 측정항목들의 신뢰도를 확보

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산출하였다.

할 수 있었다.
<Table 1> Demographics of those surveyed (n=308)
Item
Gende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Department

male
female

N(%)
93(30.2)
215(69.8)

21~30

91(29.5)

31~40

119(38.6)

41~50
51 or older

78(25.4)
20(6.5)

High school

2(0.6)

College
University

176(57.1)
110(35.8)

Graduate school

20(6.5)

Single
Married
F&B(Inc. BQ)
Cook(Inc. BQ)
Room Division

234(76.0)
74(24.0)
130(42.2)
85(27.6)
59(19.2)

Administration Division

34(11.0)

Item

Status

annual
salary
(10,000)
Employment
type

Retention
period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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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member
Captain
Manager
S. Manager
under 2000
2000 ~ 2999
3000 ~ 3999
4000 ~ 4999
over 5000
Permanent
Temporary

N(%)
202(65.6)
67(21.8)
31(10.1)
8(2.6)
103(33.4)
87(28.3)
42(13.6)
50(16.3)
26(8.4)
198(64.3)
110(35.7)

under 1

44(14.3)

1 ~2
2 ~3
3 ~5
5 ~ 10
over 10

88(28.6)
23(7.5)
33(10.7)
46(14.9)
74(24.0)

변재우・성혜진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actor
loading

Factor and Variables
SPP1. My superior involves personal emotion in HR affairs such as
promotion, compensation, etc.
Supervisory
SPP2. People in the department have tendency of not telling the truth
Perceptions of
being afraid of the retaliation from the superior.
Politics(SPP)
SPP3. Having communication with superior is to gain favor rather
Perceptions of
than for hope that the superior will help me.
Organizational
Politics(POP)
CPP1. My colleagues are selfish.
Co-worker CPP2. There are colleagues who want to gain power by wining favor
Perceptions of
of their superior.
Politics(CPP) CPP3. The reason that my colleagues help me is because they will
also need my help someday.
DJ1. My salary is relatively fair considering my business outcome.
Distributive DJ2. Our hotel is relatively fair considering the amount of my effort.
Justice(DJ) DJ3. My salary is relatively fair considering the stress and tension on
the job.
PJ1. In our hotel, the procedure to provide opportunity to complaint
or raise objection against decision is carried out fairly.
Organizational
Procedural PJ2. In our hotel, the procedure for communication on outcome
Justice(OJ)
Justice(PJ)
assessment feedback is carried out fairly.
PJ3. In our hotel, the procedure to decide salary raise is carried out
fairly.
IJ1. My superior shows interest in my rights as a member of the company.
Interactional
IJ2. My superior takes actions to treat me in the right way.
justice(IJ)
IJ3. My superior is friendly and considerate to me.
OCB1. I do not exaggerate small issu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OCB2. I do not slander others.
Behavior (OCB)
OCB3. I take rest only during the set hours.
* Total variance explained = 71.885%
** Kaiser's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788
*** Bartlett Test of Sphericity=2277.682, df=153, Sig.=0.000

Eigen
Value Cronbach’s
α
(variance
ratio)

.857
.854
.699
.818
.817
.793
.849
.802
.756

1.603
(8.907)

.810

1.366
(7.590)

.796

4.895
(27.193)

.842

1.203
(6.683)

.779

2.869
(15.937)

.798

1.003
(5.574)

.667

.818
.763
.755
.812
.805
.726
.874
.735
.652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andard
S.E.
C.R.
AVEa
Estimate
SPP1.
.821
Supervisory
SPP2
.782
.075
12.913
Perceptions of
.597
Perceptions of
Politics(SPP)
SPP3
.710
.077
11.973
Organizational
CPP1
.795
Co-worker
Politics(POP)
CPP2
.854
.086
12.771
Perceptions of
.579
Politics(CPP)
CPP3
.614
.075
10.263
DJ1
.887
Distributive
DJ2
.743
.055
14.025
.650
Justice(DJ)
DJ3
,782
.056
14.827
PJ1
.731
Organizational
Procedural
PJ2
.781
.094
11.177
.541
Justice(OJ)
Justice(PJ)
PJ3
.691
.088
10.398
IJ1
.802
Interactional
IJ2
.763
.075
12.268
.573
justice(IJ)
IJ3
.703
.067
11.498
OCB1
.938
Organizational Citizenship
OCB2
.614
.098
6.952
.517
Behavior(OCB)
OCB3
.541
.070
5.919
Chi-square=276.562, df=120, p=.000, RMR=.056, GFI=.912, AGFI=.875, NFI=.881, CFI=.928
Note : a : Average Variance Extracted, b: Construct Reliability ***p<0.001
Factor an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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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

p-value

.797

.000
.000

.750

.000
.000

.848

.000
.000

.758

.000
.000

.825

.000
.000

.802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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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AVE는 0.5이상, 개념신뢰도는 0.7

4. 연구 가설 검증

이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모형의 구조방

의 연구 개념별 AVE는 0.517이상, 분산추출지수

정식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AMOS 20.0 통계 패키

는 0.750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의 집중타

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구조방정식 모

탕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델을 통해 검증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적합
도는 χ2=296.303(p=0.000), df=120, GFI=0.907,
AGFI=0.853, NFI=0.880, CFI=0. 923, RMR=0.124

3. 상관관계 분석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구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모형 적합지수 중 일부

개념들 간의 상관성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 합당기준에 약간 미흡하지만 GFI, AGFI는 표본

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

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inconsistencies)으로 인

이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

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특성으로부

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가설에서 설정한

터 자유로운 CFI를 권고한다는 점(송지준, 2014)과

영향관계의 방향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본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자는 적합도 지수가 만족스럽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POP
SPP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POP)

OJ
CPP

Supervisory Perceptions of Politics(SPP)

1.000

Co-worker Perceptions of Politics(CPP)

.477**

1.000

-.083
-.030*
-.327**
-.174**

-.104**
-.148**
-.238**
-.129*

Distributive Justice(DJ)
Organizational
Procedural Justice(PJ)
Justice(OJ)
Interactional justice(IJ)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p<0.05, **p<0.01

DJ

PJ

IJ

1.000
.491**
.435**
.225**

1.000
.401**
.202**

1.000
.284**

OCB

1.000

<Table 5> The Result of Hypothesis
H1
H1-1
H1-2
H1-3
H1-4
H1-5
H1-6
H2
H2-1
H2-2
H2-3

Hypothesis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 Organizational Justice
SPP → DJ
CPP → DJ
SPP → PJ
CPP → PJ
SPP → IJ
CPP → IJ
Organizational Justice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J → OCB
PJ → OCB
IJ → OCB

Standard Estimate

S.E.

C.R.

p-value

Results

.128
-.342
-.202
-.480
-.143
-.387

.096
.092
.081
.078
.073
.071

1.514
-3.897
2.275
-5.198
-1.658
-4.269

.130
***
.023
***
.097
***

Rejected
Accepted
Accepted
Accepted
Rejected
Accepted

.165
.029
.246

.053
.071
.077

2.747
.444
3.772

.006
.657
***

Accepted
Rejected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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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 등은 조직정치를

특 1급 호텔기업은 현재 많은 변화를 겪고 있

높게 지각할수록 조직공정성을 낮게 지각하게 되

으며, 이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는 것을 의미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

적응하면서 성과 향상에 노력하기 위해서 혁신과

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호텔 구성원들을 대

업무개선 그리고 효율성 등의 노력 등은 구성원

상으로 지속적인 연구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호텔

의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인적자

구성원이 정치를 지각하게 된다면 이는 조직 내

원관리의 측면에서 조직정치지각이 조직공정성

에서 상사정치로 인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왜

및 조직시민의행동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서 중

곡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상실감과 불신감 등 부

요성을 인식시키고 호텔기업의 경영혁신의 방향

정적인 영향 등이 나타나고 특히 상사 정치는 관

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계갈등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분배공정성 요인에

같다.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에 호텔관리자들은 활동

첫째, 호텔 구성원의 조직정치지각과 조직공정

을 명문화하고 구성원의 행동양식을 표준화 할

성의 영향관계에 있어, 조직정치지각의 상사정치

필요가 있다. 또한 상사정치지각요인이 절차공정

지각 요인은 절차공정성에만 부적인 영향을 주는

성이 채택된 이유로 조직 내 상사정치로 조직의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정치지각 요인의 분배공

운영과정에 절차가 공정하게 형성하였다는 의미

정성, 상호작용공성성은 부적인 영향을 주지 못

이며 상사정치지각이 상호작용공정성에 기각이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동료정치 요인은 분배

된 이유로 상사는 권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행

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에 부적인

위나 집단에 이익을 취하도록 디자인 할 수 있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정치지

때문에 상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도록

각의 상사정치지각, 동료정치지각 요인은 절차

내부적 통제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공정성 요인 모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치적 관계로 왜곡될 수 있는 조직의 운영관리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병철(2016)의 연구에

를 위한 감찰, 조직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서 상사정치 요인은 상호작용공정성, 절차공정성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호텔구성

영향을 미치고 동료정치 요인은 분배공정성은 영

원들에게 경영진들은 보상 및 승진, 불공정한 절

향을 미치지 않고, 상호작용공정성, 절차공정성

차, 편애와 같은 불합리한 조직정치행위들이 발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

생하지 않는 최대한 공정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결과이다. 그 외에 기존선행 연구의 실증 연

하다. 최근 호텔기업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이

구 중, Andrew & Kacmar(2001)는 조직정치 지

전보다 단순하게 개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은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에 부(-)의 영향,

직・간접적 업무 갈등의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

Muhanmad(2007)는 절차공정성이 조직정치지각

지 않고 상사 정치의 관계 등에 의존함으로서 결

에 부(-)의 영향, Miller & Nicolas(2008)은 조직

국 구성원 간의 갈등을 만들고, 사기는 물론 공정

정치지각이 분배공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

성까지 저해되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

며, Nihat et al.(2016)의 실증연구와 배성현・김

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직공정성

미선(2009), 강상묵(2016), 정종원(2017) 등의

유지를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조직정치지각에 분배, 절차, 상호작

둘째,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영향관

용 공정성 모두 조직공정성에 유의한 부(-)의 영

계에 있어 절차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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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분배공정성과 상

을 하고 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

호작용공정성 요인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

어야 한다. 또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하는 것이 허용함으로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

선행연구들의 결과(이종완 외, 2014; 김봉환・조

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남신, 2015)의 연구에서 분배공정성과 조직시민

는 호텔기업에서 상사의 절차공정성에 더 의미를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와는 상반

부여한다. 이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과 회사

된 결과이고, 절차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과 영향

에 대한 충성도뿐만 아니라, 직장동료에게 타인

(Song et al., 2012; 전정호・설현도, 2016)을 미

을 배려하거나 협동하는 자세, 양심적인 행동의

치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상호작용공정성

증가와 같은 조직시민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

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Murphy ＆

다. 또한 보상 결과에 대하여 비록 만족하지 않더

Berman, 2002; 윤정현 외, 2010; 손승연 외,

라도 보상을 결정하는 성과체계가 투명하고 정당

2015; 홍권표, 2017)을 미친다는 결과와 같은 결

하며 합리적이라고 지각한다면, 구성원이 공평한

과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 조직공정성의 분

분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보상에 대한 결정

배공정성이

영향

과정을 이해하고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Masterson et al., 2000; Cohen-Charash &

줄어 들 수가 있다. 보상에 대한 절차 및 과정의

Spector, 2001; 정상열, 2016)을 미친다는 연구

공정하고 엄격함, 그리고 보상제도에 대한 충분

와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호텔 기업에서

한 정보교환 및 구성원간의 인격적 존중이 확보

구성원의 공정성 향상과 공정한 분배를 유지하여

될수록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 즉, 이타주의적

위해 절차공정성의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성향, 예의바른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항의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써 이론적 관점으로 본

성과평가 피드백에 대한 의사소통의 절차가 공정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인 조직정치지각 조직공정

해야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

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사회적 교환이론

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정한 신뢰관계와 같

을 바탕으로 가정하고 역할의 중요성을 규명하였

은 대인적 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과

다. 조직정치지각이라는 개념은 정치학과 사회학

정이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인적자원 의존

의 도움을 받아 주목받는 개념으로 조직정치지각

형태가 높은 서비스 기업인 호텔은 제도 및 의사

은 조직행동을 설명하고 조직성과변수를 설명하

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

는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져야 하며, 보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에 주안점

조직행동의 범위을 넓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을 가져야 할 것이다. 조직과 직원간의 상호 작용

본다. 또한 조직공정성이론은 지금까지 공정성의

을 통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 할

고유영역이 두 가지 유형 또는 세가지 유형이 타

수 있는 직무환경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당한가에 대해 아직까지 논쟁은 남아 있다. 따라

직원이 조직에 대해 불공정성 지각을 하지 않도

서 최근 연구결과들이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

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

정성을 구분하는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본

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연구에서도 이들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조직공

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

정성 이론 분야에 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더불어

로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일관성 있게 의사결정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조직공정성이 사회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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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우・성혜진

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교환 관계에서 존재하는

랜드 형태(국내 로컬브랜드 vs 국제 체인브랜드),

호혜성이 조직시민행동을 밝힌다는 설명을 뒷받

혹은 호텔이 소재한 국가 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침하고 있다.

보일 가능성이 있어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따라

또한 실무적 시사점으로, 호텔경영진은 조직구

서 향후 연구에서는 특 1급 호텔 이외에 호텔조

성원으로부터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혁신

직과는 성격이 다른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조직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임금,

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정치지각이 어떠한

승진, 부서이동, 업무분담 등 중요한 결정사항은

상황에서 분배, 절차, 상호작용공정성과 조직시

정확한 정보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민행동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해 추

하며 의사결정자는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직원들

가적인 후속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

에게 편애, 불공정한 절차, 같은 불합리한 조직정

안하고자 한다.

치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한 공정한 근무환
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어 본 연구의 결과는 구성
원이 조직시민행동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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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정치지각이 조직공정성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특 1급 호텔구성원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on organizatio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Focusing on super deluxe hotel employees
변재우*・성혜진**
Byun, Jae-Woo・Sung, Hye-Jin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호텔 구성원의 조직정치지각이 조직공정성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특 1급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객실
부서, 식음료부서(연회 포함), 조리부서(연회 포함), 관리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총 350부가 배부되어, 최종 308부의 수집한 자료를 통해 연구가설을 검
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호텔 구성원의 조직정치지각과 조직공정성의 영향관계에 있어,
조직정치지각의 상사정치지각은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에 부(-)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절차공정성은 부(-)영향을 주었으며, 동료정치지각은 분배, 절차, 상호작용공정성 모두에 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영향관계에 있어 분배, 상
호작용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차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사정치지각을 높게 지각하게 된다면 분배와 상호
작용공정성에 영향을 미쳐, 호텔구성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절차공정성을 향
상시켜 호텔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서 호텔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핵심용어 : 조직정치지각, 조직공정성, 조직시민행동, 특 1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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