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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카지노 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조직문화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직몰

입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수행되었으

며, 세븐럭 힐튼점과 강남점, 워커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카지노 딜러들을 대상으로 유효표본 412부를 이용

하여 가설검증을 위해 SPSS 20.0과 AMOS 6.0을 사용하였다. 가설 1의 검증결과, 카지노 기업의 조직문화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검증 결과, 카지노 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검증결과, 카지노 기업의 조직몰입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조직몰입

의 매개변수 역할에 직무성과에 대한 조직문화의 영향력은 정서적 몰입만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and 
the rol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performance. Data collection surveys were conducted from 
March 1, 2019 to March 30, 2019, SPSS 20.0 and AMOS 6.0 were used for hypothesis testing using 412 valid samples of casino 
dealers engaged in Seven Luck Hilton, Gangnam, Walkerhill Paradise, and Kangwon Land.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1,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casino companies on job performance was found. As a result of hypothesis 2,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found to be related to the effect of casino corporations. As a result of hypothesis 3,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As a result of verifying 
hypothesis 4,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job performance as a parameter rol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ed 
that only emotional commitment plays a significant mediating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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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카지노 기업은 많은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어떻게 이끌

어 가느냐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카지노 기업의 조직문화가 기업 내부의 조직을 체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서비스 산업으로서 고객요구에 대응하는 행태가 해당 카지노 기업에 대한 평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조직문화가 종사원의 행동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 기준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Lahiry, 

1996). 따라서 카지노 기업 종사원들의 가치체계와 행동체계가 고객에게 서비스의 형태로 직접 전달될 수 있으며, 카지노 조직특

성 뿐만 아니라 일관된 행동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사적 차원의 조직문화의 개발 및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현정, 

2011). 카지노 기업은 종사원 심리적 상태를 규명하여 조직에 더 몰입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며 조직문화 속에는 조직몰입을 증대시키는 문화적 특성이 존재하고 조직 문화적 특성별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Becker, 1992). 즉, 조직몰입이 높은 카지노 기업 종사원의 생산성 또는 성과가 높다는 식의 단순 관계

는 재검증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할 수 있으며, 특정한 조직의 풍토가 조직의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고 

자율성, 신뢰, 혁신적인 조직풍토 등이 강할수록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DeCotiis & Summers, 

1987). 따라서 조직 몰입이 높은 카지노 기업의 종사원은 조직몰입의 속성에 따라 조직과의 심리적 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직몰입의 속성 즉, 조직문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조직몰입은 종사원의 직무관련 태도를 예측하거나 발현

시켜주는 요소로 간주되어 조직행태학 및 노동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변수이며, 조직몰입의 증대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Lahiry, 1996). 카지노 기업은 총 종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영업부서 대다수의 직원이 3교대 

근무를 통해 고객을 직접 응대한다는 점에서 타 서비스 기업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조직문화 형성에 있어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조직몰입에 따라 종사원 개인의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카지노 기업의 조직문화에 따라 종사원의 조직몰입의 형태가 달라지고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

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카지노 기업의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조직몰입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조직몰입이 강하게 나타나는 조직문화 유형을 전략적으

로 강화시킴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수준을 유지 또는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종사원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거시

적으로는 직무성과 증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카지노 관련 국내연구는 카지노의 발전방안 및 정책적 제

언, 사회적․경제적 영향(오미숙, 2000; 손대현, 2002; 이충기․ 변정우, 2002; 이충기 2001; 이봉구․ 이충기, 2004; 이준호, 2004)에 

관한 연구, 카지노 이용객 분석(김성섭․ 이문주․ 김학용, 2001; 정광석․ 김우곤, 2002; 주현식, 2004; 이주형․이종주, 2005; 장호찬․ 
정성철․ 홍성권, 2005; 이인혜, 2004), 카지노 종사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Alcaraz, 2012; 양창식․ 김정국, 2004; 최정환, 2004)에 

관한 연구 등 최근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몰입 그리고 

직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다 할 수 있다〔4〕. 즉, 카지노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변수군의 일부

가 될 수 있는 조직몰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의 유형, 그리고 직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 조직몰입에 따른 

직무성과, 또한 조직몰입의 매개역할 조합에 따른 조직문화 유형을 전략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종사원의 조직몰입 수준을 유지 

또는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직무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카지노 기업의 종사원의 성과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

적자원의 서비스가 카지노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와 조직몰입, 그리고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

는 카지노 기업의 경영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문제의 제기를 바탕으로 카지노 기업의 조직문화에 따라 직무성과와 조직몰입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 또한 조직몰입이 직무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조직문화 유형

에 따른 직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파악하여 카지노 기업의 장기적인 조직문화 운영관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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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선행연구�검토

2.1�조직문화(Organizational�culture)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란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과 조직 내부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에 의해 창조․
발전되어 학습되는 기본가정으로서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된 가치, 신념, 규범의 체계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Schein, 

1985). 따라서 어떠한 조직문화를 갖느냐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몰입, 충성심, 직무동기, 직무성과는 물론 조직성과와 혁신을 포

함하는 여러 조직 요인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김진희, 2007). 문대성, 천길영(2001)은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보편적 가치 체계라고 주장하였고, 김호정(2002)은 특정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지배적으로 공유

되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념과 관습, 지식과 기술 등을 포함한 복합적 개념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한현정(2011)은 기본적으로 조

직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행동과 조직전체 행동의 기본전제로서 작용하는 조직체 고유의 지배

적인 가치관 및 행동양식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이고 복합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조직문화 유형을 살펴보면, 서인덕(1986)은 구성원의 행동특성과 현실지각을 기준으로 친화적 문화, 진취적 문화, 보존

적 문화, 합리적 문화로 분류하였고, 이종두(1996)는 적극적 문화, 저항적 문화, 소극적 문화, 동원적 문화로 4개로 분류하여 이념

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으로 미치는 영향 관계가 나타났다고 언급하였다. 조성문(2000)은 조직 행동적 차원에 따라 고객지향 문

화, 혁신지향 문화, 리더지향 문화, 사람지향 문화 분류 하였고, 이훈구(1999)는 고객서비스 지향적 문화, 인간적 문화, 합리적 문

화, 혁신적 문화, 관료적 문화, 진취적 문화 등 영향 특성적 차원으로 6가지로 구분하여 주장하였다. 또한 Hofstede (1994)는 강한 

문화, 약한 문화 2 가지로 나누어 구성원의 고유성 차원으로 분류하여 주장하였고〔9〕, Cameron & Quinn(2006)는 관계문화, 혁

신문화, 위계문화, 과업문화의 4가지 분류하여 각각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신형섭(2001)은 특급호텔을 경영유형

에 따라 목표지향형문화, 고객지향형문화, 조직통제형문화, 조직단결형문화 등으로 4개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여 호텔 구

성원 행동 패턴에서 나타나는 인식과 지각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3〕, 한현정, 윤세목(2011)은 호텔 종사원이 

인지하는 호텔기업의 현재 문화와 선호 문화를 차이를 통하여 분석하여 제시하였다〔7〕. 

2.2�조직몰입(Organizational�Commitment)�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려는 태도와 

행동의지의 결합”으로 정의한다. 조직몰입의 다차원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Angle & Perry(1981)는 근속몰입과 가치몰입으

로, Staw & Salancik(1977)는 태도적 몰입은 조직행위론적 접근방법, 행위적몰입은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 정서적 몰입은 조직

행동학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구성요인에 따라 미치는 영향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cGee & Ford(1987)는 근속몰입

과 정서몰입으로 Allen & Meyer(1990)는 조직몰입은 다차원적으로 구성하여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세 가

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8〕. Lee & Gao(2005)는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와의 급여만족, 동료만족과 상사만족, 이직의

도 등을 각각 활용하여 측정․ 분석한 결과에서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과 계속적 몰입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

만족과 상사만족은 정서적, 계속적 몰입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료만족은 정서적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나 계속적 몰입

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12〕. 또한 장은미(1997)는 경력관련 변인과 조직몰입 3요소 모형의 관계에

서 경력단계와 관련된 변인 중 현직위에서의 근속기간은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연령은 계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 모두

에 영향을 미쳤고, 경력 경로와 관련된 변인 중에는 장기적인 체류의도가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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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김상욱(2001)은 조직몰입 3요소 모형의 하위차원들의 구성타당도 관련에서 조직몰입이 단일차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3

차원의 요인이며 정서적, 계속적, 규범적 몰입이 각기 독립된 특유의 선행변인과 결정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별개의 요소라고 주

장하였다. 또한 송기숙(2002)은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종욱, 장인봉

(2004)은 조직몰입 3요소의 결정요인 탐구에서 정서적 몰입은 과업보상 즉 직무의 다양성, 도전성 및 자율성 그리고 직업의 안정

성과 분배의 공정성으로 대표되는 조직보상과 상사와 동료의 지원으로 인용되는 사회적 보상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계속적 

몰입은 자기투자, 조직의 특징적 훈련 및 구직기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규범적 몰입은 의무관련 변인과 내재적 보상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종천(2004)은 호텔 관리자 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에서 리더십 유형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은 유의적 영향 관계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범적 몰입은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고〔1〕, 김정원, 채순화, 배성현(2005)은 리더십 유형 및 상사에 대한 신뢰와 조직몰입 

3요소 모형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지적 자극 행동은 정서적, 계속적 그리고 규범적 몰입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나, 카리스

마적 리더십과 개별 종사원의 배려 리더십은 오직 정서적 몰입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2〕. 즉, 상사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는 지식적 신뢰나 동일화 신뢰는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못하였으나 계산적 신뢰는 조직몰입 3요소 모두에 영향을 미쳤

다고 주장하였다. 

2.3�직무성과(Job�Performance)

직무성과(job Performance)는 조직 관리에 있어 유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어 왔으나 직무성과의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주로 생산성, 목표달성정도, 응집성, 몰입도, 애착도 등의 요소로 직무성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성취라는 보

다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측정하고 영향력이 있기를 바라는 조직구성원 행동의 한 측면이다(김대복, 2004). 

구연성(2004)은 직무성과를 종사원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양적 측면은 생산된 단위변수를 의미하고 질

적 측면은 일반적으로는 측정이나 판단이 곤란한 인간적 오류를 의미한다고 언급 하였다. McComick & Ilgen (1980)은 직무성과

의 측정단위를 생산성, 과실 발생률, 불만률, 정확도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Carroll & Schneier(1985)는 산출이나 결과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수익성, 비용, 판매량, 이직률, 고객서비스, 임금과 같은 내용에 대한 직무성과를 조직에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

무적 성과로 구분하고, 재무적 성과는 수익성, 생산성, 매출액, 성장 등의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비 재

무적성과는 심리적 성과, 몰입도나 애착도 등 질적 측면의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서재하, 

이상돈(2006)은 리더십의 유형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직몰입

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고, 구정대(2003)는 호텔경영자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종사원들의 

집단응집력, 자긍심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민병준, 박

경희(2004)는 호텔기업의 팀 임파워먼트가 직무성과에 따라 비재무적 직무성과를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로 규정하여 팀 

임파워먼트는 비재무적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고용형태, 영업부서, 호텔의 등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다고 언급하였고, 김성혁, 양병선(2002)은 여행사의 팀 조직 특성과 팀 성과와의 관계에서 팀의 효과성을 팀 성과, 팀 몰입 그리고 

이직 의도로 한정하여 팀 조직 내에서 종사원들 간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료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

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종사원들의 팀 몰입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은, 손재근(2008)은 호텔 종사원의 역할지각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직무이해와 역할 지각 간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할지각 중 업무능력이 직무성과 중 소속감에 대해서는 부(-)의 영향관계가 나타난다고 언급하였고, 

Milkovich & Boudreau(1991), Cascio(1992)는 직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종사원들 스스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 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Martin, Price & Mueller (1981)은 직무성과에 대한 척도의 내용을 목표달성도, 문제해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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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직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하 동료와의 업무연계, 업무의 양적인 처리 능력 등으로 언급하였고, Jackofsky(1984)는 직무성과

의 기준으로 생산성, 적합성, 구성원의 사기, 적응성 등이라고 요인이 적용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유명희 (2007)는 기업 구성원

에게 동기 부여적 자아 형성과 능력 향상 수단 중의 하나로 직무성과를 개인성과와 단체성과로 분류하고, 개인성과에는 업무지

식, 업무수행의 주도성, 업무관련 의사소통, 업무수행의 신뢰성 등을 측정하였으며 단체성과에는 업무방법 혁신정도, 업적우월

성, 목표달성도, 효율성 등으로 직무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연구�설계

3.1�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문화와 직무성과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와 조직몰입과 직무성과 간의 미치는 영향 관

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고,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직무성과 사이에서 조직몰입의 매개 역할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The Research Model

3.2�연구가설의�설정

Alcaraz(2012)는 조직의 성공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조직문화 개념을 확립하였고, Fisher & Alford(2000)는 규모, 부문, 

산업 혹은 기업의 수명과 관계없이 조직문화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Johnson(1992)은 조직문화의 

변화가 조직구성원들의 행동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전략적 변화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고〔10〕,오석태(2003)와 우성근,심현섭,윤은형(2006) 등은 서비스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직무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

록 조직문화를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 또한 이지혜(2015)는 카지노 기업 종사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조직구성원의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직무성과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6〕.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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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카지노 기업의 조직문화는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진희(2007)는 어떤 조직문화를 갖느냐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몰입, 충성심, 직무동기, 조직성과의 혁신을 포함하는 여러 조

직 요인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하였고, Powell & Meyer(2004)는 조직구성원의 개인역량, 개인특성 뿐만 아니

라 조직구조의 특성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문화와 조직 내에서의 사회화 과

정, 개인의 발전을 위한 조직의 투자 등에 의해 조직에 대한 규범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14〕. 또한 

Buchanan(1974)은 개인 특성 변수들이나 조직관련 변수들이 조직몰입을 예측하는데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고, 

Kim(1999)은 신분서열위주의 조직문화로 연공서열 위주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11〕. 

H2. 카지노 기업의 조직문화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Brown(1969)은 조직몰입에 대해 구성원의 의식과 관련이 있고 개인의 현재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며 특별한 예측 잠재력이 있

어서 성과, 직무동기, 조직에 대한 공헌 등의 조직성과 변수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동기유발요인들의 차별적인 적합성을 제시

하였고, Meyer & Allen(1991)은 정서적, 계속적, 규범적 조직몰입의 3요소 모두가 결과변인인 직무성과, 결근율, 그리고 직무성

과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직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Cohen(1991)은 조직몰입과 직무성과 그

리고 결근율이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Shore, Tetrick, Shore & Barksdale(2000)는 조직몰입과 관련

된 정서적, 계속적, 규범적 조직몰입 3개요인 모두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었으나, 직무성과에는 부분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카지노 기업의 종사자의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Mowday, Steers & Porter(1979)는 조직몰입의 선행변수로서 직무와 관련된 상황적 요인 즉 조직의 분위기나 조직의 특성을 제

시하여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나타난다고 언급하였고〔13〕, Meyer, Paunonen, Gellatly, Goffin & Jackson(1989)은 기

업에 관련한 정체성, 업무의양, 동료, 물리적 작업환경 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문화의 따른 고객 및 대외 관계 규정

준수 등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im(1999)은 조직몰입의 규범성이 구조적 변인 중 행동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기업의 조직문화로 밝혀졌다고 언급하였고, Richard(1986)는 조직몰입의 선행변수는 매우 다양하

여 일관성이 부족하지만 조직몰입의 결과변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하며 이직 또는 이직의도, 출근상황 또는 결근율, 업무성

과 또는 직무 노력 간에 매개변수 역할이 성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카지노 기업의 종사자의 조직몰입은 조직문화 유형과 직무성과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4-1.정서적 조직몰입은 조직문화 유형과 직무성과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4-2 계속적 조직몰입은 조직문화 유형과 직무성과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4-3 규범적 조직몰입은 조직문화 유형과 직무성과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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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표본추출�및�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의 척도 지표는 <표 1>과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조직문화, 조직몰입, 직무성과 등 3개 변수

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대상은 국내 카지노 기업의 영업부서 종사원(딜러)을 대상으로 세븐럭 카지노 힐튼점

과 강남점, 워커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 450부를 배포하여 412부(91.5%)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

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과 다수의 결측값이 존재하는 30부를 제외하고, 총 382부(92.7%)가 유효표본 으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입력 과정을 거쳐 SPSS 20.0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

계분석을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AMOS 6.0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가설검증을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Questionnaire configuration 

4�.�실증분석

4.1�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본 연구를 위한 수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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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82)

구분 빈도
비율
(%)

성별
남자 114 29.8
여자 268 70.2

연령
20대 167 43.7
30대 201 52.6
40대 14 3.7

학력

고졸 9 2.4
전문대졸 148 38.7

대졸(4년제) 211 55.2
대학원 재학이상 14 3.70

근무경력

4년 이하 134 35.1
5년-9년 이하 173 45.3
10년-14년 이하 65 17.0

15년 이상 10 2.6

월 소득 수준

2-3천만원 미만 72 18.8
3-4천만원 미만 124 32.5
4-5천만원 미만 121 31.7
5-6천만원 미만 55 14.4
6천만원 이상 10 2.6

직급

사원 148 38.7
주임 115 30.1
대리 91 23.0
과장 28 7.3

4.2�신뢰성�및�타당성�분석

본 연구에서 설문도구의 선정과 측정개념의 선정에 있어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α값을 사용하여 카지노기업의 조직문화를 요인분석 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이때 

요인1은 ‘위계문화’, 요인2는 ‘과업문화’, 요인3은 ‘혁신문화’, 요인4는 ‘관계문화’로 명명하였다. 또한 조직몰입은 3개 요인으로 

구분되어 요인1은 ‘정서적 몰입’, 요인2는 ‘계속적 몰입’, 요인3은 ‘규범적 몰입’으로, 직무성과는 요인1은 ‘집단적성과’, 요인2는 

‘개인적성과’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3>, <표 4>,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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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organizational cultural factors and reliability analysis

요인명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분산
비율

아이겐값
신뢰도 



위계      
문화

(ORDER)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단결시키는 매개는 잘 짜여
진 규칙과 방침이다.

.719

15.921 2.547 .731

우리 회사는 매우 구조화되어 있고 세심히 관리 
되며 공식화된 절차로 업무가 결정 된다.

.712

우리 회사의 리더쉽은 업무조정, 안정적 운영, 효
율성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637

우리 회사의 직원관리방식은 고용안정, 복종, 예
측가능성, 관계안정성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568

우리 회사가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영속성과 
안정성이다.

.523

과업      
문화
(TASK)

우리 회사는 매우 결과 지향적이다. .771

15.432 2.469 .726

우리 회사의 리더쉽은 현실적, 공격적, 결과 지상
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675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단결시키는 매개는 과업성
취와 목표달성이다.

.641

우리 회사의 직원관리방식은 혹사적인 경쟁체계, 
높은 직무요구, 과업달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539

우리 회사에서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에서
의 승리와 경쟁에서 앞서는 것이다.

.591

혁신      
문화
(INNO)

우리 회사의 직원관리방식은 개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 자유분방, 개성을 존중 한다.

.804

15.286 2.446 .734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단결시키는 매개는 혁신과 
개발에 대한 몰입이다.

.727

우리 회사가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자
원획득과 도전이다.

.639

우리 회사의 리더쉽은 기업가정신, 혁신적사고, 
위험감수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583

관계      
문화

(RELATE)

우리 회사에서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적자원
개발, 팀워크, 직원참여, 직원에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다.

.737
12.508 1.681 .709

우리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인적자
원개발이다.

.688

총 분산(%)=59.147 KMO= 0.84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674.771(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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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요인명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분산
비율

아이겐
값

신뢰도 



정서적 몰입
(EMOTI)

나는 현재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좋다. .883

26.061 2.867 .863
현재 회사를 선택한 것이 잘한 일이다. .867

현재 회사가 일하기 좋은 곳이다. .784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포부를 갖게 해준다. .767

계속적 몰입
(CONTI)

회사를 떠나기에는 다른 직장의 선택폭이 
너무 적어 계속 재직하고 있다.

.856

24.705 2.718 .835
회사를 그만두기에는 선택의 폭이 적다. .842

회사를 계속 다니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783

현재회사에 재직하는 이유는 봉급, 직위, 
연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777

규범적 몰입
(NORM)

회사에 봉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 .832

17.619 1.938 .715한 회사에 계속 충성하는 것이 옳다. .753

현재 회사에 계속적으로 일하는 회사에 
대한 충성이 도덕적으로 옳다.

.742

총분산(%)= 68.385 KMO=0.78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1736.546(p<.000)

Table. 5. Job performance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요인명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분산
비율

아이겐
값

신뢰도 



집단적 
직무성과
(GROUP)

우리 회사의 업무효율성이 향상되었다. .827

33.157 2.653 .814
우리 회사의 업적우월성이 향상되었다.. .803

우리 회사의 업무혁신정도가 향상되었다. .762

우리 회사의 목표달성도가 향상되었다. .690

개인적 
직무성과
(INDIVI)

나는 업무 수행 시 더욱 주도적이 되었다. .824

30.247 2.420 .789
나는 업무와 관련해서 의사소통이 원활 하다. .764

나는 내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754

나는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 향상되었다. .640

총분산(%)=63.404 KMO=0.82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156.791(p<.000)

4.3�확인적�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항목을 분석한 카지노의 조직문화,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따른 확인요인분석 적합도 평가지수에 따른 모형

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χ2=805.189(p-value=.000), df=462, RMR=.047, RMSEA=.058, 

GFI=.912 등의 중요 적합도 평가지수들은 기준치를 만족시키고 있고 이 밖에 AGFI=.878, NFI =.830, CFI=.879 등으로 평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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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값이 나타나 적합도가 허용되었다. 한편 AVE(평균분산추출) 값은 0.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CR(구성개념 신뢰도)값은 

0.7이상이면 개념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우종필, 2012), 구성요인 전부 다 AVE값이 .5 이상이고, CR값이 .7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p AVEb) CCRc)

위계문화→X8a) 1.034 0.745 0.109 9.475 0.000**

0.506 0837

위계문화→X4 1.011 0.724 0.117 8.642 0.000**

위계문화→X16 1.000 0.718 fixd) -d) -d)

위계문화→X12 0.850 0.674 0.105 8.094 0.000**

위계문화→X20 0.929 0.694 0.107 8.697 0.000**

과업문화→X7 0.905 0.699 0.113 7.981 0.000**

0.513 0.775

과업문화→X15 1.003 0.752 0.116 8.666 0.000**

과업문화→X3 1.000 0.732 fixd) -d) -d)

과업문화→X23 0.944 0.718 0.118 8.035 0.000**

과업문화→X11 0.763 0.679 0.105 7.265 0.000**

혁신문화→X10 1.000 0.727 fixd) -d) -d)

0.495 0.721
혁신문화→X14 0.883 0.704 0.090 9.777 0.000**

혁신문화→X18 0.915 0.697 0.097 9.465 0.000**

혁신문화→X6 0.903 0.687 0.099 9.122 0.000**

관계문화→X21 1.000 0.733 fixd) -d) -d)
0.530 0.853

관계문화→X17 0.989 0.724 0.094 10.802 0.000**

정서적몰입→Y2) 1.000 0.886 fixd) -d) -d)

0.6200 0.8661
정서적몰입→Y1 0.921 0.821 0.049 18.799 0.000**

정서적몰입→Y4 0.855 0.715 0.055 15.644 0.000**

정서적몰입→Y3 0.829 0.714 0.053 15.599 0.000**

계속적몰입→Y6 1.000 0.864 fixd) -d) -d)

0.5635 0.8355
계속적몰입→Y5 0.939 0.814 0.057 16.385 0.000**

계속적몰입→Y8 0.727 0.653 0.056 13.059 0.000**

계속적몰입→Y7 0.701 0.647 0.054 12.097 0.000**

규범적몰입→Y9 1.000 0.579 fixd) -d) -d)

0.6585 0.7941규범적몰입→Y11 1.260 0.657 0.141 8.909 0.000**

규범적몰입→Y10 1.429 0.811 0.159 8.963 0.000**

집단적 직무성과→Z7a) 1.000 0.809 fixd) -d) -d)

0.5312 0.818
집단적 직무성과→Z6 0.887 0.754 0.062 14.244 0.000**

집단적 직무성과→Z8 0.861 0.696 0.065 13.168 0.000**

집단적 직무성과→Z5 0.738 0.646 0.061 12.168 0.000**

개인적 직무성과→Z1 0.895 0.682 0.078 11.474 0.000**

0.5243 0.7063
개인적 직무성과→Z2 0.917 0.684 0.080 11.507 0.000**

개인적 직무성과→Z3 1.000 0.773 fixd) -d) -d)

개인적 직무성과→Z4 0.915 0.753 0.075 12.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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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상관관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유사한 항목들이 동일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새로이 분류된 요인들 간의 판

별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연구 개념들 간 상관관계수의 추정치에 1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각 연구개념 간 상관

관계수를 포함하는 상관관계 행렬을 아래<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모든 상관관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1보다 작은 것

으로 분석되어짐으로 1을 포함하지 않아 연구개념 간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Table. 7. Correlation matrix 

구성개념
평균값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위계문화
3.1602

(.56260)
1 .438** .486** .486** .357** .111* .280** .436** .468**

2.과업문화
3.3136

(.62743)
.438** 1 .237** .237** .194** .287** .140** .373** .230**

3.혁신문화
3.0445

(.71860)
.486** .237** 1 .561** .429** .077 .357** .407** .386**

4.관계문화
3.0446

(.71860)
.486** .237** .561** 1 .429** .077 .357** .407** .386**

5.정서적몰입
3.1041

(.72326)
.357** .194** .429** .429** 1 .001 .399** .493** .408**

6.계속적몰입
3.5425

(.71540)
.111* .287** .077 .077 .001 1 .089 .139** .076

7.규범적몰입
3.0157

(.64378)
.280** .140** .357** .357** .399** .089 1 .321** .209**

8.집단적직무

성과

3.2755

(.60929)
.436** .373** .407** .407** .493** .139** .321** 1 .525**

9.개인적직무

성과

3.1754

(58999)
.468** .230** .386** .386** .408** .076 .209** .525** 1

               *p<0.05. **p<0.01

4.5�구조모형에�대한�적합도�및�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구조모형에 적합도를 살펴보면, 전체적 구조 모형의 결과는 X2= 34.582(df=11, p=0.000), 

RMR=0.034, GFI=0.981, AGFI=0.921, NFI=0.917, CFI=0.938으로서 모형으로 적합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적으로 대체적으로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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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설1의 검증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문화와 직무성과 간의 경로계수는 1.008, t값=7.092), p=.001로 나타

나 카지노 기업의 종사자의 조직문화의 인식이 강할수록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채택되었다. 다

음은 가설 2의 검증 결과, 조직문화와 조직몰입간의 경로계수는1.141, t값=9.458, p=.000으로 나타나 카지노 기업의 종사자의 조

직문화의 지각이 강할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는 채택되었다. 다음은 가설 3의 검증 결과, 조직

몰입과 직무성과 간의 경로계수는 1.250, t값=9.766, p=.000으로 나타나 카지노 기업의 종사자의 조직몰입의 인식과 지각이 강할

수록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Table. 8. Hypothesis Test Results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화

계수
C.R

표준

오차
t값 p값

채택

여부

H1  
조직문화

→직무성과
1.008 0.145 3.314 0.044 7.092 0.001** 채택

H2
조직문화

→조직몰입
 1.141 0.241 5.391 0.045  9.458 0.000** 채택

H3 
조직몰입

→직무성과
 1.250 0.317 6.596 0.048  9.766 0.000** 채택

           **p<0.01

다음은 가설4의 조직문화 유형과 직무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4개의 설정 가능한 가설 중에서 8개에서 유의한 간접효과가 존재하였다. 결론적으로 8개의 가설만이 채택되었으며 나머지 

16개의 가설은 기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조직몰입은 조직문화 유형과 직무성과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가설 4의 가설검증 결과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이 총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카지노 기업의 조직문화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종사원의 조직몰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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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ediated role hypothesis testing

변수 및 가설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검증

결과
독립 매개 가설 종속

위계문화

정서적 몰입
H4-1-1 집단적 직무성과 0.14 0.08 0.22 채택
H4-1-2 개인적 직무성과 0.32 0.04 0.36 채택

계속적 몰입 H4-2-1 집단적 직무성과 0.14 0.00 0.14 기각

H4-2-2 개인적 직무성과 0.32 0.00 0.32 기각

규범적 몰입 H4-3-1 집단적 직무성과 0.14 0.00 0.14 기각

H4-3-2 개인적 직무성과 0.32 0.00 0.32 기각

과업문화

정서적 몰입
H4-1-3 집단적 직무성과 0.24 0.04 0.28 채택
H4-1-4 개인적 직무성과 0.01 0.02 0.03 채택

계속적 몰입
H4-2-3 집단적 직무성과 0.24 0.02 0.26 기각
H4-2-4 개인적 직무성과 0.01 0.00 0.01 기각

규범적 몰입
H4-3-3 집단적 직무성과 0.24 0.00 0.24 기각
H4-3-4 개인적 직무성과 0.01 0.00 0.01 기각

혁신문화

정서적 몰입
H4-1-5 집단적 직무성과 -0.01 0.08 0.07 채택
H4-1-6 개인적 직무성과 0.02 0.04 0.06 채택

계속적 몰입
H4-2-5 집단적 직무성과 -0.01 -0.01 0.02 기각
H4-2-6 개인적 직무성과 0.02 0.00 0.02 기각

규범적 몰입
H4-3-5 집단적 직무성과 -0.01 0.00 -0.01 기각
H4-3-6 개인적 직무성과 0.02 0.00 0.02 기각

관계문화

정서적 몰입
H4-1-7 집단적 직무성과 0.20 0.10 0.30 채택
H4-1-8 개인적 직무성과 0.14 0.06 0.20 채택

계속적 몰입
H4-2-7 집단적 직무성과 0.20 0.01 0.21 기각
H4-2-8 개인적 직무성과 0.14 0.00 0.14 기각

규범적 몰입
H4-3-7 집단적 직무성과 0.20 0.00 0.20 기각
H4-3-8 개인적 직무성과 0.14 -0.00 0.14 기각

5�.�결��론

카지노 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식과 지각정도에 따른 직무성과와 조직몰입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며, 또

한 조직몰입이 직무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직무성과와의 관계

에서 조직몰입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조직문화가 직무성과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1의 검증결과, 카지노 기업의 조직문화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ohnson(1992), 오석태(2003)와 우성근,심현섭,윤은형(2006) 가 연구한 기존 연

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카지노 기업의 종사자 대부분이 안정과 통합으로 통제와 효율을 추구하며 규칙과 정

책으로 응집되는 조직문화와 유연성과 통합을 중시하며 종사원의 응집 및 인적자원의 개발과 참여를 강조하는 조직문화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또한 카지노 기업의 영업조직은 기수에 따른 엄격한 선후배 문화, 유닛제도, 근무할 때의 직원의 선택권 등으로 

다른 일반 기업이나 조직과 다른 특성이 가지고 있고, 금전이 오가는 업장공간에서 규율엄수와 상호간의 신뢰는 개인 또는 집단

의 직무성취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에서 역동적이며 창의성, 비전 및 모험이 강조될 수 있다. 둘째,“조직문화가 조

직몰입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2의 검증결과, 이는 Buchanan(1974), Meyer & Allen(1990), Powell & Meyer(2004), 

Kim(1999), 김진희(2007)가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과 효율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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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성될 경우, 카지노 기업 종사자는 조직에 애착과 자부심을 느끼는 정서적 애착과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이 결

합된 심리적 상태인 조직몰입이 강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서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카지노 영업 조직의 특성상 형식화되고 구조화된 규율엄수가 강조되며 종사원에게 높은 책임감을 요

하기 때문에 종사원들은 이러한 조직문화 특성에서 조직에 대한 몰입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조직몰입

은 직무성과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3의 검증결과, 이는 Milkovich and Boudreau(1991), Cascio(1992),Van de Van 

and Ferry (1980),유명희(2007가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카지노 기업의 경영자가 진정

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목표에 자신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필요에 의해 조직에 남아있거나 도덕적인 의리 때문에 조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카지노 기업 종사자 개인의 직무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조직몰입은 조직문화와 직무성과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조직몰입의 매개변수 역할에 대한 설정된 가설들에서 직무성과에 대

한 조직문화 유형의 영향력은 정서적 몰입만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ilkovich and Boudreau(1991), 

Cascio(1992),Van de Van and Ferry (1980), 유명희(2007)가 연구한 기존 연구들과 다른 차이가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조직문

화에 따른 카지노 기업의 종사원의 조직에 대한 조직 몰입이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는 카지노 

기업 종사원에게 조직에 대한 애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카지노 기업의 관리자는 열린 경영을 

통해 종사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종사원으로서의 강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를 기초로 제공 가능한 실무적인 시사점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기업의 조직문화에 따른 조직

몰입을 통하여 직무성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상사와 동료가 함께하는 특별이벤트를 통해 상사와의 위화감

을 제거하고 동료들과의 상호협력적 분위기 형성을 통해 경쟁적 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카지노 기업은 조직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느끼는 정서적 애착과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문화에 따른 개인의 직무성과는 조직몰입을 통해서만이 종사원의 인식과 지각정도

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 기업의 영업직 종사자가 인

지하는 조직문화에 따라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

점은 카지노 기업의 일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본단위를 한정시켰다는 점, 설문요인들이 조직문화의 유형, 조직몰입, 직무성과 

등의 변수를 다양하게 적용하지 못한 점, 또한 카지노 기업의 업무의 실제영업 성과, 업무의 양, 업무처리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

지 않고 주관적인 자료로 분석한 점 등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개

발하고 전국의 카지노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좀 더 확장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객관화 할 수 있는 탐색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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