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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블록화 되면서(Kwon 
& Chong, 2016), 다양한 경험을 앞세운 소비자들의 차별화
된서비스욕구는환대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있다. 
환대산업의 대표적인 호텔기업은 고객이 기업을 선택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직면하였고, 인적의존도가 높은 호텔기업

이 경쟁우위를 차지하려면 인적자원 확보와 관리가 무엇보

다 중요한 요소이다(Kim, 2016a; Ahn & Kim, 2017). 조직 구
성원 간 의존도가 높고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호텔기업의

핵심전략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바람직한 조직

문화형성이라 할 수 있다(Mun & Hwang, 2016). 
조직문화는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며,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대표하는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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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ra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novative behavior of hotel chefs. In order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202 chefs working at five-star hotels located in Gwangju and 
Jeonnam areas, and SPSS 22.0 Program was used to conduct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effec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innovative behaviors of hotel chef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ree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rational culture, consensual culture, and developmental culture. 
Secondly, it was found that rational and consensual culture have significant effect on rapport. Thirdly, 
it was found that better-formed rapport in hotel chefs significantly remarkably influences their innovative 
behavior. Fourthly,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rapport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novative behavior of hotel chefs. Thus, in order to induce 
voluntary innovative behaviors from building rapport in the hotel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effective strategies which will form a work environment where chefs can freely engage 
in mutual exchanges and build trust with one another. 



조직문화유형과 혁신행동 관계에 라포의 매개효과 157

개념이다(Lee, 2016). 조직구성원의 능력향상과 인재육성에
투자하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인적자원개발은 기업
의 경쟁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Nam, Oh & Yang, 2015). 
서비스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Kim 
& Cho, 2015) 호텔기업은 치열한 생존 경쟁 중이며, 기존의
경영환경을 탈피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      
혁신행동은 직무와 관련된 조직행동 중 하나로 조직구성

원의 성과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

고,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이다(Janssen, 2000). 조직 구성원의
혁신활동을 통해 얻는 기업의 독창성이야말로 호텔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Kim, 2015). 혁신
행동은 조직문화에서 출발되며(Chang & Kim, 2007), 인적자
원이 중요하게강조되는호텔조직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

직구성원이 혁신행동의 주체가 될 수있도록 뒷받침해야 한

다. 
호텔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 발휘에 있어서 조직문화와

더불어 구성원간의 교감과 친밀감이 바탕이 되는 라포를 제

시(Tickle-Degnen, 1990)하였다. 사회심리학 분야의 주된 연
구였던 라포는 고객과 서비스종사원의 상호관계 등으로 확

대 연구되고 있으며, 구성원 간 라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즐거운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Gremler & 
Gwinner, 2000). 조직구성원 간 라포가 형성되면 혁신행동의
바탕이 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증가하여 호텔기업의 성과

가 향상된다(Oh & Yang, 2012).
최근 조직문화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연구들은 조직몰입

(Lee, 2017; Mo, 2016), 리더십(Park & Jang, 2016; Jeon, 2017)
등 여러 요인과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호텔 구성원을
대상으로 라포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Cho & Kim, 
2015; Kim, 2016b; Lee & Lee, 2013)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Park, 2014; Park, 2016) 동향을 볼 수 있다. 호텔기업들
의 조직문화관리 차원에초점을 두고조직문화와 라포의 영

향관계를 탐색한 결과 조직문화가 라포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Lee & Kim, 2017). 이와 같이
호텔조리사의 혁신행동 발휘에 있어 호텔조직문화와 라포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조리사를 대상으로 라포의

매개효과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호텔기업의 조리부서는 기술을 바탕에 둔 업무 특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적 기술이 함께 요구되며, 구성
원들은 예전의 단순한 생산 업무에서 벗어나 고객 서비스

참여도가 증가하고,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사명감 역시 높아
지고 있다(Jung & Ryoo, 2010). 조리사는 새로운 메뉴 선정
과 맛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조리법과 혁신적인 행

동이 필요하며, 오랜 시간 서서 근무하는 업무 형태,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상의 위험을 통제 할 수 있는 관리

적인 역량 또한 조직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덕목이다

(Park, 2015). 호텔조리사들이 조직 내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
제 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호텔조리사들이 인

식하는 조직문화유형이 혁신행동에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하며, 호텔 조리사
의 조직문화유형과 혁신행동의 관계에 라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호텔조리사
들의 혁신행동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인적의존

도가 높은 호텔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에게 효율적인 인적

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조리사의 조직문화유형

조리사는 식품을 위생적이고 적합하게 처리한 후 식품에

물리적, 화학적 조치를 가하여 합리적으로 음식의 생산 업
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문성이 강조된
조리사의역할은 국민의 생명과건강에 직접관련되어있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갖추는 것이다. 
식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 요리에 대한 열정과 조리사들만
의 독특한 조직문화의 이해 또한 강조된다(Je & Kim, 2010).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 태도, 

신념, 관습, 행동양식의 총칭으로 정의(Kim, Lee & Lee, 
2014)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학자 Pettigrew(1979)가 경영학에
서 조직문화․기업문화라는 용어를 논문에 사용하면서 학

문적 용어로 등장하였다. 문화가 사회적 통념과 사회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개념이라면 조직문화는 조직구

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개념이다(Lee, 2016). 조직문
화가 중요시 되는 건 조직정체성을 통해 기업의 비전에 의

미를 부여하고, 공동체의식을 통해 조직의 협동과 결속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Lee, Kim & Lee, 2006). 조직문화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조직문화유형과 혁신행

동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목적이므로 조직문화유형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문화 유형을다차원적으로살필수있는 이론이경쟁

가치모형이다. 경쟁가치모형은 분석할 조직문화를 특정적
인 하나의 유형으로 귀속시키기보다 그 조직의 판단기준이

되는 핵심가치를 통해 조직문화를 구분한다(Jin, 2016). 경쟁
가치모형을 분류한 학자(Quinn & McGrath ,1985; Quinn & 
Kimberly, 1984; Quinn & Rohrbaugh,1983)들은 통제 수준과
통제 지향의 두 가지 차원의 대립되는 가치가 기준이 되어

조직문화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통제수준 차원은 약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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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강한 통제로 나누고, 통제지향 차원은 외부와 내부 지
향으로 구분하여 위계, 개발, 합리, 합의(집단)의 4가지 조직
문화유형으로제시한다(Park, 2015). Cameron과 Quinn(1999)
은 한 조직문화에는 4가지 유형이 공존하면서 조직의 생애
주기에 따라 조직효과성의 판단기준인 핵심가치가 변화된

다고 보았다. 
위계문화는 강한 통제와 내부지향을 강조해 공식적 절차

준수 및 통합과 위계질서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이 주요 가

치로 추구된다. 개발문화는 약한 통제와 외부지향을 강조해
환경에 적응하여 조직의 성장을 위해 자원 획득을 주요 가

치로 삼는다. 합리문화는 강한 통제와 외부지향을 강조해
조직의 성과달성과 전문적 능력을 통한 합리적수단의 선택

이 주요 가치이다. 합의문화는 약한 통제와 내부지향을 강
조해 상호신뢰, 소속감, 팀워크 참여를 주요 가치로 한다
(Quinn & McGrath., 1985).    
호텔 기업의 조직문화를 연구한 An(2012)은 호텔의 구성

원을 가족처럼 여기는 합의문화, 혁신행동 유발의 중요한
요소인 개발문화, 성과에 대한 보상과 목표의식이 뚜렷한
합리문화가 혁신행동에 수반되는 실패라는 두려움 극복을

도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호텔조리
사의 조직문화유형과 라포의 영향관계를 연구한 Park 등
(2017)은 조직문화유형 중 조직의 통합과 유연성을 중요시
하는 합의문화가 구성원들의 협력과 신뢰를 향상시켜 조리

부 직장상사와조리사간라포 형성에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Lee(2016)의 연구는 호텔조리부서는 다른 조직에
비해 조직문화가 환경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조직문화유
형 중 위계, 개발, 합의문화가 조리사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이 개발, 합의문화에 완전매개역
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2.2. 혁신행동

혁신행동은 직무와 관련된 조직행동중 하나로 조직구성

원의 과업역할과 집단이나 조직의 성과향상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이

다(Janssen, 2000). 일반적으로조직이 요구하는표준 업무 수
행절차에 따른 단순과업수행을 넘어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행동이며, 상황에 따른 아이디어와 구체적 업
무과정을 적용하고, 문제를 재확인 후 새로운 해결책을 찾
아 확산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Scott and Bruce(1994)는 혁
신행동은 창의적 사고에서 시작되어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

시하는 과정이 아닌, 제시한 아이디어를 실행하도록 금전적
지원과 적절한 시기에 업무에 적용하도록 올바른 계획수립

과 실무적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불확
실한 경영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의 장기성장을 위해서는 종

사원들의 혁신행동은 필수적이며, 혁신행동의 중요성 연구

는 이미 경제, 교육,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어 조직의
장기생존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요소임이 확인

되었다(Kim, 2015). 
West와 Altink(1996)는 분석수준에 따라 조직수준 혁신과

개인수준 혁신으로 분류하여 혁신에도 개인과 조직의 차원

이 나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조직수준의 혁신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규칙과 역할, 조직업무활동등이며, 개인수준의
혁신은 과업목표, 수행방법, 새로운 기술습득, 변화의 차원
으로 구성된다 하였다. Choi, Park과 Sun(2011)은 혁신행동
은 구성원 개인이 문제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중요성을 설

명하였다. 또한, 혁신행동은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이 조직
의 경영성과에 영향을미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며 조직구

성원이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도입되고 업무에 적용시키는

모든 과정이 조직구성원과 조직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므로 인적자원관리를위한 공정한 평가와 그에 따른보상

정책을 시행하고 직원의 고충해결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

야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인식수준이 높아진다(Ha, 2010). 
조직의성장과발전에필요한혁신행동의역할에대해사회

학자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호텔기업은 고
객접점의일선에서근무하는직원들의빠른판단력에의해서

고객들이 호텔의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게 되므로 우수한 서

비스 품질을 고객들에게 지각하게 하는 호텔일수록 궁극적

으로경영성과우위를선점할수있게된다. 이러한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창의적인사고방식과아이디어가바탕이되는

혁신행동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Kang, 2010). 
호텔종사자의 혁신행동을 연구한 Seol(2009)은 호텔산업

에 당면한 내․외적 환경변화, 호텔의 경쟁력 심화,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만족 증대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구

성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형성하여조직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혁신의 아이디어를 개
발하고수행하는주체가사람이므로조직구성원이자발적으

로 혁신행동을 하도록동기를 부여하는 것은매우 중요하다

(Lee, Cho, & Cho, 2013)고 하였고, Kim(2015)은 외식 서비스
종사원의성격유형에따른혁신행동연구에서친화성, 성실성
의 성격유형과 리더와의 교환관계가 형성될수록 혁신행동

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호텔 조리종사원의
리더십과 신뢰 및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Choi와
Lee(2014)는 호텔 조리사의 감성리더십은 구성원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휘되며, 리더가 구성원에게 감성적으로 대하
면 구성원들은 리더에게 신뢰가생겨 조직에혁신행동을 할

것이며, 결국에는 조직성과를 극대화 한다고 강조하였다. 

2.3. 라포

상호협조를 목적으로 한 관계나 접촉, 의사소통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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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라포는 두 사람 사이의 상호신뢰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심리학 용어이며, 서로 마음이 통하여 허물없이 자신의 상
황을 이야기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

미한다(Park, 2014). 라포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었고,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심리치료사와 고객과의 관계, 교육학 등
여러 조직과 상황에 따른 논의가 빈번하게 진행되었다. 
Tickle-Degnen과 Rosenthal(1990)은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이
아닌 상사와 부하간의 라포를 제시하며 관심, 온정, 열정 등
이 내포된 의사전달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는 서로간의즐거운관계의 중요

성을 제시한 Gremler와 Gwinner(2000)의 연구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라포는교감과친밀감으로 표현하며상담치료, 심리검사, 호
텔 서비스 등의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의 상호작용으로 인식

(Han & Lee, 2017; Park, 2014)하여 연구하였으며, 고객을 향
한 정중한 서비스, 다정한 인사, 눈 맞춤, 경청, 배려를 통해
라포가 형성되며, 상호간의 심리적 신뢰를 향상시킨다고 하
였다(Kang, 2015). 최근 호텔기업의 라포 연구는 고객과 서
비스제공자의 관계에서 벗어나 조직구성원간의 라포 형성

에 관한 다양한 연구(Cho & Kim, 2015; Lee & Lee, 2013)가
진행되고 있다. 
호텔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특성중 하나는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위해 신뢰와 친근감으로 형성된 인간관계와 구성원간

의 상호협조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Park, 2016). 이러한 직
무특성은 개인,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로부터 영향을 받
으므로 상사들은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들을 파악하

여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상사와의 라포
형성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직결되며,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e & Kim, 2014; 
Kim & Kim, 2016). 그러나 이들 연구는 서비스 부서의 리더
십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특성에 치중되어 있어 호텔 조

리사들을 대상으로 한 라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Oh and Yang(2012)은 서비스기업의 연구에서 창의적 리

더십은 즐거운 만남, 호의적인 관계, 유대감 형성 등과 같은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 라포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 라포 형성은 직무만족과창조적 아이

디어와 혁신의 자각, 아이디어 창출과 같은 혁신행동에 유
의한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다. Park(2016)는호텔조직의
진정성 리더십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라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관광호텔 종사원의 고객 지향성
과 직무만족연구에서라포의매개역할을 논의한 Park(2014)
의 연구 또한 고객과의 라포 형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Kim(2016)은 호텔조리사의 라포에 따른 직무소진, 조직만족
연구에서 조직구성원 간 라포가 형성되면 직무만족이 높아

지므로, 직장상사의 진정어린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다는 실
무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조리사의 라포 형성방안을 제시하

였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최근 가속화된 서비스 수요의 고도화와 다양화로 호텔산

업의 성장 가능성과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는 가운데(Choi & Lee, 2014), 라포형성과 혁신행동을 높일
수 있는조리사의 조직문화유형은 어떤 것이있는지를알아

보고자 한다. 미용 종사자의 조직문화유형에서는 창의성과
도전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과 관계문화유형이 라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Nam et al., 2015). 호텔
조리부서의 조직문화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고(An, 2012; Ha, 2010; Jin, 2016; Lee, 2016; Lee, Kim 
& Kim, 2016), 한가지조직문화를강조하는것보다여러가
지 문화적 특성이 조화를 이룰때 혁신행동이 극대화된다고

하였다(Moon, Choi & Moon, 2009). 조직구성원이 아이디어
를 제시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그 조직의 문화적 특성에 따

라 높은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결과가될 수도
있다(Choi et al., 2011). 호텔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라포가
매개역할(Cho & Kim, 2015; Park, 2016; Park, 2014)을 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서비스기업 연구에서는 조직구
성원들의 혁신행동에 라포의 매개효과(Oh & Yang, 2012)를
증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
행연구들을바탕으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
하였다.

H1: 조직문화유형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조직문화유형은 라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라포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4: 라포는 조직문화유형과 혁신행동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H2 H3

H1

Rapport

Organizational 
culture type

Innovative
behavior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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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조직문화는조직구성원들의비공식적지침이며,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문화, 가치관, 의식, 중심인물이 필요(Deal 
& Kennedy, 1982)하다. 조직구성원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
는 공유된 가치와 행동(Kilmann, 1988)이며, 조직을 전체로
통합시켜 행동을 규정하는 기본 신념과 가치관을 조직문화

(Jones, 1983)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를 조직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와 공통적인 신념이며, 조직고유의
일관적인 행동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복합적인개념으로 정

의한다. 조직문화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Kim et al., 2014; 
Quinn & McGrath, 1985)를 바탕으로 서열의식, 통제, 규정, 
안정과 질서 등 위계문화 5문항, 창의성, 성장, 도전 등개발
문화 5문항, 효율성, 목표, 성과 등 합리문화 5문항, 인간친
화, 우호적 관계, 서로 감싸주려는 상호교류 등 합의문화 5 
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라포는 의사소통을 위한 신뢰와 친근감으로 형성된 인간

관계(Park, 2016)이며, 원활한 의사소통, 교감과 친밀감이라
고 하였다(Park, 2014). 본 연구에서 라포는 특급호텔 조리부
서의 조직 구성원간 상호작용과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친

근하고 따뜻한 노력이라 정의한다. 라포의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Nam et al., 2015;  Gremler & Gwinner, 2000)를 바탕으
로 즐거움, 따뜻한 감정, 유대감의 정도 3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혁신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창조적으로 적

용하는 활동(Janssen, 2000)이며, 올바른 계획과 적용을 위해
서 노력하는 행동(Scott & Bruce, 1994),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Robbins, 1998)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 혁신행동은 조직구성원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적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상품

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동이라 정의한다. 혁신행
동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독
창적 방법, 혁신적 아이디어의 공감 형성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해 1=전혀 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응답자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6문항으로 구성하여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3.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한국관광호텔협회에 소속된 광주․전남에
소재하는 특 1, 2급 호텔 12곳에 근무하는 조리사를 대상으
로 2016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였다. 설
문지는 자기기입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225부중 결측값이있는설문 23
부(10.2%)를 제외한 202부(89.8%)를 유효 표본으로 하여 최

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
적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의 유의성검증을 위해 Sobel(1982)이 제시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
시하였고, 성별은 남성이 123명(60.9%)으로 많으며, 나이는
20대가 109명(54.0%)으로높은응답을보였다. 응답자의학력
은대재(졸)이 134명(66.3%)이며, 직급은사원이 134명(66.3%)
이고, 경력은 3～5년이 59명(29.2%), 연봉은 2,000만원대가
99명(49.0%)의 높은 응답을 보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02)

Variable Group N %

Gender
Male 123 60.9

Female  79 39.1

Age

20～29 109 54.0

30～39  71 35.1

40～49  19  9.4

> 50   3  1.5

Education
level

College(S) graduate  29 14.4

University(S) graduate 134 66.3

> Graduate(S)  39 19.3

Position

Staff 134 66.3

Chief  60 29.7

Manager   8  4.0

Work
experience

< 2  67 33.2

3～5  59 29.2

6～10  44 21.8

11～15  23 11.3

> 16 years   9  4.5

Annual
income

(ten thousand
won)

< 1,999  44 21.8

2,000～2,999  99 49.0

3,000～3,999  40 19.8

4,000～4,999  13  6.4

 > 5,00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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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모형에사용된측정도구의내적일관성검증을위

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타당성 검증은 탐색
적 요인분석의 주성분 분석, 베리멕스 직각회전, 고유값은
1.0 이상으로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은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호텔조리사의 조직문화유형, 혁신행동, 
라포에 대한신뢰성 및타당성검증결과는 Table 2에제시하
였다. 호텔조리사의 조직문화유형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분산설명력은 70.065%이며, KMO=.826이고, χ2=1,459.626 
(df=105, p=.000)으로 요인분석은적합한 것으로조사되었다. 

Table 2. Resul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Factor Topic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Consensual
culture 

Emphasizes human friendship within the organization. .810

3.313 22.086 .886

Cover up for each other when problems arise. .792

Emphasizes a cooperative working environment. .760

Members are very active with interacting. .748

Strive to maintain a friendly relationship. .733

Developmental
culture

Always emphasizes challenging for new things. .853

2.954 19.691 .873
New business activities when hard to predict. .801

Emphasizes new ideas and is creative. .786

Emphasizes developing in a leading position. .770

Rational
culture

Done as a means of achieving goals. .826

2.128 14.187 .790Maximizing the performance in a given situation. .819

All th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actions. .796

Hierarchical
culture

Emphasizes the control of entire organization. .875

2.115 14.101 .762Highly emphasizes a sense of rank. .791

Procedures and regulations relating business handling. .727

KMO=.826, χ2=1,459.626, df=105, p=0.000

Rapport

I am happy to be with my superior. .944

2.629 87.636 .929Superior workplace treats me to feel warm feelings. .937

I feel a bond with my superior. .928

KMO=.763, χ2=482.087, df=3, p=0.000

Innovative
behavior

Solving difficulties on business and techniques. .868

2.689 67.213 .836
I put efforts to get new ideas. .867

I think up creative ways. .863

I try to have a consensus among innovative ideas. .662

KMO=.829, χ2=413.585, df=10, p=0.000

 

20문항중 공통성이 0.4이하인 규정강조, 안정 강조, 실적위
주와 효율성의 4문항을 제거하고,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요
인적재값이 하나로 묶인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아이겐
값의 상위부터 합의문화(3.313), 개발문화(2.954), 합리문화
(2.128), 위계문화(2.115)로 명명하였다. 라포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제거된 문항없이 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87.636%이며, KMO=.763이고, χ2=482.087(df=3, p= 
.000)으로 요인분석은 적합하고, 요인적재값이 하나로 묶인
단일 요인으로 도출되어 라포(2.629)라고 명명하였다. 혁신
행동도제거된문항없이모두사용되었으며혁신행동(2.689)
이라고명명하였다. 요인분석결과총분산설명력은 6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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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KMO=.829이고, χ2=413.585(df=10, p=.000)으로 타당
성은 적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내적일관성검증은 Cron-
bach’s α값을 산출하여 .762～.929의 수용 가능할만한 신뢰
도를 확보하였다.

4.3. 연구가설의 검증

호텔조리사의조직문화유형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직문화유형을 독립변수로, 혁신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다중공선성의 문제 점검을 위
해 독립변수의 공차한계와 VIF 값을 통해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R2은 26.0%의 설명력을 보이고, 분산분석F(Sig.)값은
17.320(.000)으로회귀모형은적합하며, 개발문화(t=3.292), 합
리문화(t=2.806), 합의문화(t=3.163)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어가설 H1은부분채택되
었다. 호텔조리사의 조직문화유형이 라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직문화유형을 독립변수로, 라포를 종속

Table 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ganizational culture type on innovative behavior

Analysis

Variable (H1)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p-value VIF

B Std. error Beta

(Constant) 1.422 .295 4.818 .000

Hierarchical  .019 .063 .021  .303 .762 1.217

Developmental  .194 .059 .249 3.292** .001 1.519

Rational  .174 .062 .190 2.806** .006 1.220

Consensual  .205 .065 .239 3.163** .002 1.524

R2=.260, Adjusted R2=.245, F(Sig.)=17.320(0.000), Durbin-Watson=2.113

* p<0.05, ** p<0.01, *** p<0.001.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ganizational culture type on rapport

Analysis

Variable (H1)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p-value VIF

B Std. error Beta

(Constant) 1.436 .371 3.875 .000

Hierarchical -.063 .079 -.057 -.807 .421 1.217

Developmental  .082 .074 .087 1.113 .267 1.519

Rational  .190 .078 .171 2.428* .016 1.220

Consensual  .349 .081 .338 4.302*** .000 1.524

R2=.202, Adjusted R2=.186, F(Sig.)=12.463(0.000), Durbin-Watson=2.067

* p<0.05, ** p<0.01, *** p<0.001.

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
하였다. 분석결과 R2은 20.2%의 설명력을 보이고, 분산분석
F(Sig.)값은 12.463(.000)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하며, 합리문
화(t=2.428), 합의문화(t=4.302)가 라포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H2는 부분 채택되었다. 
라포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라포를

독립변수로, 혁신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R2은 26.7%의 설
명력을 보이고, 분산분석F(Sig.)값은 72.749(.000)로 회귀모
형은 적합하며, 라포(t=8.529)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H3는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H4는 호텔조리사의 조직문화유형과 혁신행동의

관계에라포가매개하는지를알아보고자하였다. 매개효과검
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검증법을 사용하였고,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1단계 호텔
조리사의 조직문화유형의 4개 요인중 합리문화, 합의문화가
매개변수인 라포에 유의하여 1단계 조건을 충족하고, 2단계
매개변수인 라포는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에 유의하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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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rapport on innovative behavior

Analysis

Variable (H1)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p-value

B Std. error Beta

(Constant) 2.060 .176 11.682 .000

Rapport  .427 .050 .516  8.529** .006

R2=.267, Adjusted R2=.263, F(Sig.)=72.749(0.000), Durbin-Watson=1.700

* p<0.05, ** p<0.01, *** p<0.001.

Table 6.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 

Mediating
model
(H4)

(Independent ⇒
mediating)

condition(1) 

(Mediating ⇒
dependent)
condition(2) 

(Independent, mediating ⇒ dependent) Multi collinearity
statisticsMediating control(o)

condition(3) 
Mediating control(×)

condition(4) t-value
TOL VIF

(Constant) 4.605

Hierarchical -.057 .021 .042  .668 .505 1.899

Developmental .087 .249 .216 3.086** .002 1.885

Rational .171 .190 .126 1.985* .049 2.235

Consensual .338 .239 .112 1.539 .126 2.125

Rapport .516 .376 5.929*** .000 1.253

R2(Adjusted R2) .202(.186) .267(.263) .260(.245) .373(.357)

F(Sig.) 12.463(0.000) 72.749(0.000) 17.320(0.000) 23.290(0.000)

* p<0.05, ** p<0.01, *** p<0.001.

 

에 충족되었으며, 3단계 독립변수인 호텔조리사의 조직문화
유형의 합리문화, 합의문화는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에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내 조건을 충족하였다.
마지막 4단계 독립변수인 호텔조리사의 조직문화유형과

매개변수인 라포를 함께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에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라포(t=5.92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며, 합리문화(β=.126 t=1.985)는 3단계보다 표준화계수가

작고 유의하여 부분 매개효과가 있으며, 합의문화(β=.112 
t=1.539)는 3단계보다작으나유의하지않아완전매개가있는
것으로조사되었다. 매개효과의유의성검증은 Sobel(1982)이
제시한 Sobel test를하여합리문화(Z=2.342, p=.019), 합의문화
(Z=3.846, p=.000)로 조사되어 가설 H4는 부분 채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호텔조리사의 조직문화유형, 혁신행동, 라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하여 혁신행동을 높일 수 있

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인적의존도가 높은 호텔기업의 운영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

적이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특급 호텔에서 근무하는 조리
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

다.  첫째, 호텔조리사의 조직문화유형 중 합리문화, 합의문
화, 개발문화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선행연구(An, 2012; Mun & Hwang, 2016; Jin, 2016)
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수직적인 위계문화보다는 시대
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업무환경을 제공한다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혁신행동 발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조직문
화유형 중 합리, 합의문화가 라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호텔조리사의 합의문화와 라포의 인과관

계가 확인된 선행연구(Park et al., 2017)와 유사한 결과가 나
타났다. 조직내의 문제발생시 구성원 간 친화를 통해 상호
협조하는 합의문화와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의 성과주의인

합리문화가 라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어려
움이 있을 때 서로 감싸주려는친근하고 따뜻한 조직문화가

회사의 성과위주 경영으로 힘들어하는 동료들 간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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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신뢰가 향상되어 라포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셋
째, 라포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어서비스기업을대상으로상사와조직구성원간의라포와

혁신행동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선행연구(Oh & Yang, 2012)
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호텔조리사간에 라포가 형성되
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상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혁신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

다. 넷째, 호텔조리사의 조직문화유형과 혁신행동관계에 라
포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Oh & 
Yang, 2012)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
텔조리사의 혁신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완전매개효과

를 보인 합의문화는 라포를 관리하여 혁신행동을 향상시켜

야 하며, 부분매개효과를 보인 합리문화는 라포와 동시에
관리되어져야 혁신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호텔조리사들의 혁신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호텔조직

문화만 관리해서는 안 되며, 조리사들 간의 라포를 함께 관
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분석결과를통해학문적시사점과실무적 시사

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학문적 시사점은 선행연구
에서 미비했던 호텔조리사의 조직문화유형과 라포, 혁신행
동의 관계연구를 진행하여 기존의 조직문화 연구들과 차별

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동안 진행된 호텔기업의 조직
문화와 혁신행동의 관계에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의 긍정

적 감정인 라포의 매개효과를 증명함으로써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호텔조직의 효율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조리사의 혁신행동을 향상시키려면

호텔조직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적절

한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사내 요리대회 등 아이디어를 제
시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통해 성취감을느끼고 혁신행동을 자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혁신행동 향상을 위한 핵심전략인 라
포 형성을 위해서는 조직의 성과달성과 전문적능력을 강조

하고 상호신뢰, 소속감을 키울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업무수행에 필

요한 상호교류가 자유로운 업무 여건조성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
본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을 광주﹡전

남지역의 특급호텔 조리사로 한정하여 전체 조리사를 대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지속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행동을 측정하는데 라포와 금전적 보상에 대한 차이연

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
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조리사에 대한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호텔조
리사의 조직문화에 대한기존 선행연구와 달리특급호텔 조

리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

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인적의존도가 높은 호텔기업을 운
영하는 경영인이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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