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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공기업은 설립목적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의 실현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공기업 구성원들도

높은 수준의 공공봉사동기를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

다. 그러나 많은 역량이 소모되는 사회공헌활동이 조직 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본래 취지와는 별개로 수단적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고 인식하게 된다면 구성원의 조직행태를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따라

서 공기업은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이

를 기반으로 한 조직몰입 강화와 같은 성과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있어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는 어떤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5년 1월과 2

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4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범용 통계패

키지인 SPSS(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과 내적일관성

검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과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성원들은 조직몰입 가운데 정서규범몰입에

대하여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그리고 높은 직급일수록 정서규범몰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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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독립변수 가운데 CSR태도와 CSR인식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적몰입에 대하여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그

리고 독립변수 중 CSR태도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둘째, 독립변수 가운데 연간CSR시간, 연간개인봉사시간과 같은 사회공

헌활동 참여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이나 개인적인 봉사활동 참여가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친다고 제시하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셋째,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있어 공공봉사동기의 구

성요소 가운데 공공봉사호감도(APS)와 동정심(COM)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캠코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공공선에 대한 기여의지와 호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심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이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를 통해 조직몰입의

강화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업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성원의 경우 사회공헌활동 참여 시간의

양(量)과 구성원이 개별 자원봉사 시간의 양의 증가가 조직몰입의 강화

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회공헌활동

참여시간 증대를 권장하는 방향의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CSR태도가 조직몰입의 하위요소인 정서규범몰입과 유지적몰입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활동의 내용과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탐색․공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공헌활동이 적합성과 진정성이 있다고 인식될 때 조직 구성

원의 조직몰입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로 하

여금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의 근거와 실효성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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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낮은 직급이 높은 직급에 비해서 조직

몰입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여성과 낮은 직급의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몰입 강화를 위한 관심어린 전략수립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공봉사동기이론에 바탕을 두고 공기업 구성

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사회공헌활동과 상호 작용할 때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 결과가 모든 공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과 민간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문항을 그

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공기업 구성원들의 사회공헌활동 측정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조직몰입이 강한 조직 구성원이 기

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역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

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만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참여와 인식의 영향에 의해

구성원의 조직몰입 정도가 결정된다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공헌활동이 CSR을 실현하는 것 뿐 아니라 공기업

구성원의 조직몰입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성 있는 변수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으로 공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어 :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조직몰입,

공공봉사동기(PSM), 조절효과

학 번 : 2014-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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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

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기관, 이하 ‘공기업’)들에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 활동이 요

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6년부터 사회공헌활동1)에 대한 이행여부를

공기업 경영평가의 평가지표로 지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2014년도 공

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

가?”를 세부평가내용으로 하여 이행 여부와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기획

재정부,『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공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지만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은 비용과 조직역량의 소모를 담보로 하는 경영활동의 일환인 사

회공헌활동 추진에 있어 일련의 조직성과를 획득하려는 목표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동안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추진 목표는 주로

소비자, 주주, 지역사회, 시민단체, 정부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

뢰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외부성과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공기업은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원

의 조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사회공헌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건성, 2007). 특히 공기업 구성원들은 외재

적 보상보다는 내재적 보상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공

공봉사동기가 민간조직 구성원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근주․이혜윤,

2007)이므로 노력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회공헌활동에 조

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된다고 볼 수 있다.

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philanthropy)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

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한 형태가 사회공헌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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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기업이 많은 역량을 투자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고 하

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의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할 경우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조직 구

성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시활동이나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업

무로 여긴다면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수행되

어 심각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 구성원이 사회공헌활동이 본래 취지와는 별개로 수단적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기

업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써 효용이 다하면 언제든지 퇴출 대상으로 여겨

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공헌활동의 진정성에 대

한 의심을 넘어서 조직의 성과를 악화시킬 개연성까지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외부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

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조직몰입

강화와 같은 내부적 조직행태의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조직 구성원들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인식

을 통해 자신이 소속한 기업을 좋아하고, 자신의 미래를 소속 기업의 미

래와 관련지어 인식하여 기업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조

직몰입도의 향상과정을 겪게 된다. 특히 공기업의 구성원들은 높은 수준

의 공공봉사동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강한 조직몰

입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

하고 조직은 구성원들의 강한 조직몰입을 이끌어내는 전략 수립에 대하

여 관심을 기울여 왔으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구성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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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 적극성과 인식의 정도로써 측정하고, 사회

공헌활동의 어떤 요인이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민간기

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을 분석하거나,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공기업의 구성원들은 민간부문이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금전적 보상보다는 업무의 가치와 공익에 대한 봉

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공기업 구성원들은 민간기업의 구성

원들과 다르게 자신의 일을 직업(Job)이라기보다 소명(Call)․의무라고

여기며, 대중에게 봉사하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려는 희망에 의해서 동

기부여 되고, 외재적 보상보다 내재적 보상을 우선시하는 윤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손명구, 2006). 따라서 공기업 구성원이 갖고 있는 특성인

높은 수준의 공공봉사동기가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조직몰입을 강화시

키는 영향관계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에 대

하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에 대하여 공기업 구성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

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실증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

고 연구과정을 진행하였다.

첫째, 공기업 구성원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존의 논의와 같이 조직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공기업 구성원의 공공봉사동기는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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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본사 및 전국 각

지역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5년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

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캠코는 직원 수가 1,088명이고 본사에 27개

부․실이 있으며 지방에 10개 지역본부가 있는 조직으로, ‘나눔’을 3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정하고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 및 기여를 통해 성장

발전 과실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2)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존 연구,

관련 서적, 홈페이지, 각종 백서 등 문헌연구를 통하여 사회공헌활동, 공

공봉사동기, 조직몰입의 개념과 이론적 체계를 검토하였다.

가설 설정과 연구모형을 도출한 이후 실증연구를 위하여 캠코 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범용 통계 패키지인 SPSS(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분석을 실시하

였고, 각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공기업 구성원의 사회공

헌활동의 참여와 인식이 조직몰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공봉사동기

는 어떤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

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말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이 이

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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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1. CSR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사회학자인 Bowen(1953)의 『기업

인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man)이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Bowen(1953)은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가에게 주어진 사회의 목적과 가치

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을 따르고 의사결정을

하며 원칙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무라고 보았다.

McGuire(1963)는 기업이 사회에 대하여 경제적, 법적 의무만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 전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Sethi(1975)는 법률적, 경제적 의무를 넘

어서 사회적 규범, 가치 그리고 사회적 기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

업행위라고 정의하였다.

Carroll(1979)은 CSR을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하

였다. 경제적 책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이 사회에 재화를 생산 공

급하고 용역을 제공할 책임이며, 법적 책임은 기업이 경제적 책임을 다

하는데 있어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을 준수하며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다. 윤리적 책임은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회의 일원

으로서 기업에 요구되는 책임을 의미하며, 자선적 책임은 기업 본연의

이윤추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 활동이나 기부, 자원봉사에 참

여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와 같은 Carroll의 정의는 CSR에 대한 연구에

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Wood, 1991; 강태희·차희원, 2010, 재인용).

학자들에 따른 CSR의 정의는 아래 <표 1>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6 -

[표 1] 사회적 책임의 정의

※ 출처 : 유동균(2009),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쪽, 재구성

2. CSR 유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고 아직 보

편화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측면, 구성원측면, 고객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측면은 제품의 품질, 기업 활동의 건전성 등 사업행위와 관련한

책임분야를 말하며, 구성원과 관련한 문제는 직원의 채용, 훈련, 의료, 복

리후생 등에 대한 책임이다. 고객측면은 소비자 고충의 처리, 품질보증,

애프터서비스 등 고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은 기업이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원조와 협력 분야까지 관심의 폭을 확

대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CSR에 대한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CSR유형

은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연구자 연구내용

Bowen

(1953)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의무로서, 사회의 목적과 가치를 위

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을 따르고, 의사결정을 하

며, 원칙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무이다.

McGuire

(1963)

기업은 사회에 대한 경제적, 법적인 의무만을 다하는 것뿐

만 아니라, 이외의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이다.

Sethi

(1975)

법률적, 경제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그리고

사회적 기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행위이다.

Carroll

(1979)
사회가 기업에 바라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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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적 측면의 CSR 유형

※ 출처 : 조형준(1998), “기업의 사회적 책임”, pp.70∼74 재구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

석되며, 사회공헌활동은 그 근거를 사회적 책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국

내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공통용어인 기업의 사회

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번역하

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는 분명히 구분되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philanthropy)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

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한 형태가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항목 세부내용

교육학술

교육 : 육영사업(학교설립․후원, 법인설립, 장학금 지원), 교육시설

기증 및 지원, 산학협동, 사회인을 위한 교육사업, 기타

사회교육사업

학술 : 학술 진흥 사업(대외연구비지원, 대외연구단체 지원, 외부인

해외연수지원, 사회학술 진흥사업 지원)

문화예술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문화도서 발간 및 보급,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국제친선문화사업, 기타 사회문화 진흥사업

체육진흥
사회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 체육단체 행사지원, 사회체육특기자

지원, 국제친선 체육진흥사업지원, 기타 사회체육진흥사업 지원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벽지 및 낙도 지원, 병원 설립 및 지원,

국민건강 지원 사업 지원, 소외계층 지원, 장애자 훈련 및 고용알선,

불우이웃돕기, 기타 사회복지 사업

지역사회
지역사회 개발 지원사업, 인근 농어촌 지원 사업, 지역 공공시설

건립 및 지원, 지역사회 보건, 재해구원, 기타 지역사회개발사업

사회발전

교통안전 또는 거리질서 캠페인, 퇴폐풍조 추방 캠페인, 청소년

선도 활동, 미아 찾기 캠페인, 도의 함양 캠페인, 소비자 보호 운동,

기타 사회발전운동

환경분야

수질오염, 대기오염의 방지, 동물자원의 감소와 멸종에 대한 대책,

에너지자원 조기 고갈에 대한 대책, 사회 생태계 관심,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

국가민족
문화재 보존, 국가 유공자 돕기, 이산가족 찿기, 해외동포

모국방문지원, 군 기관 위문활동, 기타 국가민족사업의 지원활동

국제사회 국제문화 교류, 지역사회봉사, 각종 후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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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경제적, 법

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Carroll, 1979)

반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은미, 2008)3). 아래 [그림 1]과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 사회공헌활동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의 관계

※ 출처 : 이은미(2008). p21

제 2 절 조직몰입

1. 조직몰입의 개념

1960년대 미국에서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Gouldner, Etzioni, Porter, Dubin, Steers, Mowday 등

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조직몰입은 직무만족, 직무성과, 이직의

도, 조직시민행동 등과 같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행동과 태도

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끊임없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CSR의 한 형태로서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CSR’을 섞어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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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이란 한 조직에 대하여 구성원이 동일시하고 몰입하는 상대적

정도, 즉 한 구성원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하여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

하는 정도를 말한다(Mowday et al, 1979).

Williams & Anderson(1991)은 조직몰입을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

의 상대적 세기 또는 조직과 동일시하는 상대적 세기라 제시하고 있다.

Buchanan(1974)은 조직몰입을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 그와 관련된 조직

의 역할, 그리고 오로지 조직 그 자체를 위한 정서적 애사심으로 정의하

고 있다. Morrow(1983)는 구성원의 태도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으로 조

직몰입을 분석하여 조직에 대한 충성심, 조직을 위한 순수하고 열렬한

마음가짐,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일시 의식, 그리고 조직에 소속해있

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나 애착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Porter et al(1974)에 의하면 조직몰입은 한 조직이 지니는 가치

와 규범에 대하여 구성원이 느끼는 동일화의 강도와 동일화시키고자 하

는 자발적 의지로 정의되고 있다. Steers(1977)는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

한 구성원의 동일시(identification)와 몰입의 상대적인 정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Wagner & Hollenbeck(1992)는 구성원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와 가치에 대해 애착을 갖고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조

직의 구성원으로서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의지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몰입의 정의에 대해 종합해 본다면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동일

시를 통해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애사심의 형태로 표현되는 구성원 개인

의 심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양용희, 2012).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의 행동의도를 예측하거나 발현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인식․활용

된다. 조직몰입의 개념에 학자들 간의 통일된 견해는 아직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Meyer & Allen(1990)이 제시한 조직몰입의 3요소모

델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표 3>는 국내 연구들이 사용한 조직몰입 개념의 정의 및 출처

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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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직몰입의 정의

※ 출처 : 이목화․문형구(2014), <표 2> 재구성

2. 조직몰입의 유형

조직몰입의 유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Allen & Meyer(1990)

의 것으로, 그들은 기존의 정의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조직몰입

을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3요소모형(Three

component mod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근본으로 조직에 계속 남고

자 하는 태도이다. 유지적 몰입은 정서적 측면과 비교하여 조직을 떠날

연구자 조직몰입 정의

Mowday,

Steers, &

Porter(1979)

특정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identification)와 관여

(involvement)의 상대적 강도

①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굳게 믿고 받아들임

② 조직을 대신해서 기꺼이 많은 노력을 기울임

③ 조직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가 존재함

Meyer &

Allen(1987)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

(emotional attachment), 동일시(identification), 관여

(involvement)를 의미함

유지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조직을 떠남으로써 발

생하게 되는 비용으로 인해 형성됨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조직에 남아야 한다는 도

덕적 의무감을 말함

Cook &

Wall

(1980)

동일시(identification): 조직의 목표와 가치의 내면화

(internalization)

관여(involvement): 조직을 위해 조직구성원으로서 개인의 노력

을 기꺼이 제공

충성심(loyalty): 조직에 머물고 싶은 느낌

O’Reilly &

Chatman

(1986)

내면화(internalization): 개인과 조직 가치관 사이의 일치

동일시(identification): 조직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외면적 동조(compliance): 외부적 보상에 기초한 수단적 관여

(instrumental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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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유발되는 손익을 감안하여 계산적이거나 교환적인 측면의 동기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규범적 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사명의 내면화를 통해 형성되는 의무감이나 책임과 관계되는 태도이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 및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고 나

타난다. 긍정적인 경험이란 임금과 복지에 대한 만족,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하며, 직무에 대한 도전감과 자기 효능감, 의

사소통의 원활함, 따뜻한 조직 분위기 등으로부터 획득되어진다. 반면 유

지적 몰입은 구성원이 현재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조직을 떠났을 때의 결과가 낮게 평가될 때 높아진다. 규범적 몰

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표, 가치 및 사명에 대한 내면화를 통해 개

인적으로 형성하는 심리적 상태로서 도덕적 의무감, 책임감, 죄책감, 조

직을 위한 희생정신 때문에 조직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겠

다는 가치관이다(Allen & Meyer, 1990).

위의 세 가지 조직몰입 개념을 정리해보면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남고

자 하는(want to remain) 감정 상태이고, 조직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have to remain) 유지적 몰입이 생기는 것이며, 남아야 한다는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feel that they have to remain) 규범적 몰입이 생기게 된

다(Meyer et al, 2002: 양용희, 2012 재인용).

조직몰입의 유형은 <표 4>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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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직몰입의 유형

※ 출처 : 정윤호, 2005: 양용희, 2012: 재인용

제 3 절 공공봉사동기(PSM)

1. 공공봉사동기의 개념

연구자 유 형 개 념

Meyer &

Allen

(1991)

정서적몰입
조직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감정적 애착, 조직과의

동일시

유지적몰입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한 몰입

규범적몰입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

에 조직에 남아있고자 하는 태도

Etzioni

(1961)

도덕적관여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의 내재화에 기초한 긍정적 성향

계산적관여 편익과 보상의 합리적 교환관계에 기초한 낮은 성향

소외적관여 착취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 성향

Kanter

(1968)

근속몰입
조직에 투여한 노력과 희생 때문에 조직의 성공을

위한 노력

응집몰입

집단의 응집력 강화를 위한 의식이나 사회적 유대관

계에서의 단념 등으로 인해 조직에 대해 갖는 사회

적 애착

통제몰입

조직가치관의 관점에서 과거의 규범 또는 자아개념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조직 규범에 대한

애착

Staw &

Salansik

(1977)

태도적몰입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조직과의 강한 동일시 또는

조직에의 심취

행위적몰입 조직에 투자된 매몰비용에 의해 조직에 구속된 상태

Eisenberger

(1986)

계산적몰입

조직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물질적, 사회적 보상에

따른 대가로써 조직을 위한 충성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

감정적몰입
조직에 대한 감정적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고찰, 조

직에 남고자 하는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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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봉사동기(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의 개념에 대한 정

의는 다양하다. Perry & Wise(1990)는 공공봉사동기를 “정부 및 공공조

직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혹은 고유하게 나타나는 동기에

반응하려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하였다. Brewer & Selden(1998)은 공공

봉사동기를 “공공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익의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기”라고 설명하였고, Rainey & Steinbauer(1999)

는 “지역공동체, 국민과 국가 및 인류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려

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기”라고 정의하였다. Vandenabeele(2009)는 공공

봉사동기를 “사적 이익이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 가치, 태

도 등을 바탕으로 국가의 이익에 관련된 행위들을 유발하는 동기”라고

하였다. 조태준․윤수재(2009)는 “공공조직 구성원에게서 나타나는 이타

적 동기, 친사회적 행태, 사회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총체적 가치 및 신념

체계”로 공공봉사동기를 설명하였으며, 김상묵(2013)은 “공공가치 실현과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동기”라고 정의하였다4).

2. 공공봉사동기의 구성요인

Perry & Wise(1990)는 공공봉사동기를 개인효용의 극대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rational) 차원, 사회와 조직의 규범을 따르려는 노력에 의한

규범적(norm-based) 차원, 다양한 사회적 정황에 대해 감정에 따라 대응

하는 정서적(affective) 차원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Perry(1996)는 앞의 세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 입안에 대한 호

감도(attraction to policy making), 공익에 대한 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동정심(compassion), 자기희생(self-sacrifice)의 네 가지

공공봉사동기의 구성개념을 구체화시켰다. 공공봉사동기를 구성하는 각

각의 개념과 그 측정에 따른 하위차원들은 다음 <표 5>와 같다.

4) 김상묵(2013), 『한국인의 공공봉사동기』, 서울 : 집문당,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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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Perry의 공공봉사동기 4개 차원

※ 출처 : Perry & Wise(1990), 김하현(2008)의 표를 재구성

4개의 하위차원을 살펴보면, 첫째, ‘정책형성에 대한 매력’(attraction

to public policy making)은 공공정책의 형성 집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희소자원의 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더 큰 사회적 공공선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측정한다. 둘째, ‘공익에 대한 기

여’(commitment to public interest)는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여 공익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측정한다. 셋째, ‘동정심’(compassion)은 사회적 약

자에 대한 동정심,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 등으로 평가된다. 넷째,

‘자기희생’(self-sacrifice)은 금전적인 보상과 무관하게 공익과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이를 통한 만족 등을 평가한다(이근주, 2005a).

미국 문화를 배경으로 개발된 Perry의 연구를 확대하여 Kim &

Vandenabeele(2010)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공봉사동기의 일반

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공공참여에 대한 매력(attraction to public

participation: APP), 공익에 헌신(commitment to public values: CPV),

동정심(compassion: COM), 자기희생(self-sacrifice: SS)의 4차원 모델을

제시하였고, 심도 있는 통계분석과 보완을 통하여 공공참여에 대한 매력

을 공공봉사 호감도(attraction to public service: APS) 차원으로 수정한

PSM의 요소 내용 하위차원

합리적 차원

정책형성과정에의 참여

공공정책에 대한 동일시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지지

정책형성에 대한 매력

(Attraction to Policy Making:

APM)

규범적 차원

공익봉사에의 욕구

정부전체에 대한 충성심

사회적 형평의 추구

공익에 대한 기여(Commitment

to the Public Interest: CPI)

정서적 차원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한

공공정책에 대한 몰입

선의의 애국심

동정심(Compassion: COM)

자기 희생(Self-Sacrifice: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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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공공봉사동기 16개 문항 측정도구를 <표 6>와 같이 제시하였다(Kim

et al., 2013).

[표 6] Kim et al(2013)의 공공봉사동기 척도

※ 출처 : Kim et al(2013), Table 4. 김상묵(2013), 『한국인의 공공봉사동기』,

pp. 72, 표2-7 재인용

제 4 절 선행연구

1.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얻는 이미지나 소비자의 인식 개선, 재무적 성과 등 외부적 측면에

하위차원 측정문항

공공봉사

호감도

(APS)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의미있는 공공봉사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내가 공공선(公共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가치

몰입

(CPV)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정책을 만들 때에는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공공조직 구성원에게 필수적이다.

동정심

(COM)

곤궁에 처한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을 주체하기 어렵다.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화가 난다.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희생

(SS)

사회를 위해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나 자신보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우선시해야 한다.
나는 사회를 위해 개인적인 손실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
비록 내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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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와 기업 구성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이

끌어내는 내부적 성과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구성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 인식, 태도 등이 조직몰입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Schwepker(2001)은 기업의 윤리경영 풍토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했으며, Peterson(2004)은 기업의 사회

적 책임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구성원은 기업시민의식과 조직몰입

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Guilder, et al(2005)은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와 사회공헌활동

에 대한 태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만 자원봉사 참여와 조직몰입 간의 관

계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

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해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다고 분석했다.

백창열․임기홍․임욱빈․방기천(2009)은 우리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높으며, 사회공헌활

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연희(2010)는 1개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

과 구성원의 기부와 자원봉사 같은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직접적으로 조

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를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고성훈․문태원(2013)은 조직의 CSR 활동이 조직 내 구성원들의 조직

에 대한 의미형성(sense-making)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조직 내 구성원

들의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컴페션(compassion)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조직몰입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하였다.

김석․전상경(2013)은 제약, 중공업, 건설 3개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원의 참여도, 인지도, 공감도가 높을수록, 직원이 기업의

사회공헌의 가치를 신뢰할수록 회사에 대한 애사심, 자부심, 만족도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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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노사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비판적인 직

원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 자부심, 만족도가 약함을 밝혀냈다.

정양미․이미혜(2014)는 여행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종업원의 조직

신뢰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과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으로 형

성된 긍정적 이미지가 종사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노연희(2010)의 연구결과를 제

외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로부터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조직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이나 사회적 책임 수행과 관련된 논의들이 주로 이와 관련된 구

성원들의 태도와 인식을 주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와

인식은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나 인식은

조직몰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2.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

공공봉사동기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공공봉사동기가 조직구성원의 조

직행태인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의

연구와 공공봉사동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민간부문 간의 조직몰입 수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Perry & Wise(1990)는 공공봉사동기가 이론적으로 조직몰입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Taylor(2008)은 호주의 공공부문 종사자 203명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봉사동기 네 가지 차원과 조직몰입, 직무만

족, 직무동기부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기희생과 합리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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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규범적 정서적 동기는 직무동

기부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규범적 동기는 직무만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Rainey(2008)은 미국 연방

공무원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 인지된 성과,

직무의 질, 그리고 이직의도 등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Pandey et

al.(2008)은 공공봉사동기가 개인의 조직행태, 즉 조직시민행동, 직무성

과,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몰입 등을 향상시킨다고 분석하였다.

Vandenabeele(2009)에서는 벨기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중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최무현․조창현,

2013: 재인용).

김상묵(2011)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공봉사동기가

정서적 몰입과 강한 긍정적 영향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최무현․조창

현(2013)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공봉사동기의 개별차원 중

자기희생과 공익기여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

으므로 경제적 이기적 동기부여 방식 외에 협력적 이타적 동기부여 방식

도 반영된 통합적인 인사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

였다. 김상묵(2012)은 공공봉사동기와 개인조직 적합성, 그리고 조직몰입

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공봉사동기는 개인조직 적합성,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인 직접적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이근주(2005b)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종

사자와 대기업 직장인이 대상인 민간부문 종사자의 공공봉사동기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민간분문 종사자들에 비하여 공공봉

사동기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영한(2009)은 공공조직 구성원이 민간조직 구성원에 비해 금전적 보

상 등 외재적 유인보다 직무자체의 중요성 등 내재적 유인에 더 많은 가

치를 부여하며 더 강한 공공봉사동기를 갖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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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혜윤(2013)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업무수행 동기가 보수

에 대한 가치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봉사동기와 성취감을

위한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김상묵

(2013)은 시민과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비교에서 두 집단 모두 공통적

으로 공공가치 몰입 수준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동정심, 공공봉사 호

감도 순이고 자기희생 차원은 가장 낮은 순서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결과

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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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과 변수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캠코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사회공헌활동이 어떤 관계가 있

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들과 이론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인식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으

며, 통제변수로써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조절변수로써 공공봉사동기를 그

리고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2>과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통제변수] 연령, 성별, 종교, 학력, 직급, 근속년수

독립변수 (H1) 종속변수

사회

공헌

활동

연간CSR시간
연간개인봉사시간
태도
인식

조직몰입

조절변수

공공봉사동기

(H2)

공공봉사호감도(H2-1)
공공가치몰입(H2-2)
동정심(H2-3)
자기희생(H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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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의 영향 관계와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공기업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연간CSR시간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연간개인봉사시간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CSR 참여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4. CSR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공공봉사동기는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1. 공공봉사호감도(APS)는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공공가치몰입(CPV)은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동정심(COM)은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자기희생(SS)은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사회공헌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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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간 CSR 시간

연간 CSR 시간5)은 구성원별 CSR활동 연평균 참여 횟수에 CSR활동

1회 참여시 평균 소요시간을 곱하여 연간 참여시간을 도출하였다.

② 연간 개인봉사 시간

연간 개인봉사 시간6)은 구성원별 개인자원봉사 연평균 참여 횟수에

개인자원봉사 1회 참여시 평균 소요시간을 곱하여 연간 참여시간을 도출

하였다.

③ CSR 태도

CSR에 참여한 구성원의 태도7)는 CSR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조직몰입 등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이를 측

정하였다. 설문문항은 서문식과 안진우(2008)가 개발한 적극성, 소통성,

교감성, 순응성의 4가지 고객참여의 하위차원 중 적극성 측정항목을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

렇다)로 측정했다.

2) CSR 인식

5) 이미 형성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나 기업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가 실질적

인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강제

적이든 자발적이든 어떤 동기를 지니고 참여하든 오히려 이러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기업의 구체적인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자체에 대한 태도

와 인식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할 수 있다(노연희,

2010).

6) CSR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직원이 조직몰입이 강할

수 있다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하고자 한다.

7) 사회공헌 및 기업에 대한 태도는 선행요인으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

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된다(Aguilera,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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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에 대한 인식8)은 CSR활동이 소속 조직과 적합한지와 그 의도에

대한 진정성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적합성

은 공기업의 사업내용과 CSR 주제 간의 조합이 논리적으로 적절한 것

인지를 묻는 공기업과 CSR 간의 적합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적합성은

Speed & Thompson(2000)의 연구에서 제시한 5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진정성은 소속된 공기업의 CSR에 대해 그 의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믿을만한지를 구성원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CSR 진정성 척도로

는 Speed & Thompson(2000)의 연구에서 제시한 3개 문항을 사용하였

으며,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조직몰입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 측정을 위해 활용한 척도로는 Allen &

Meyer(1993)의 척도이다. Allen & Meyer(1993)는 Mowday et al.(1979)

의 66개 항목을 사용하여 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과 내재된 요인을 추출

하여 정서적 몰입척도(Affective Commitment Scale, ACS)와 유지적 몰

입척도(Continuance Commitment Scale, CCS), 규범적 몰입척도

(Normative Commitment Scale, NCS)를 구성하였다.

정서적 몰입척도(ACS)는 조직에 대한 행복, 가족애, 정서적 애착, 소

속감, 조직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 등으로 구성되며, 유지적 몰입척도

(CCS)는 직장을 떠났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다양한 고

려사항 등이 포함되며, 규범적 몰입척도(NCS)에는 의무감, 자긍심, 윤리

성, 충성심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Allen & Meyer(1993)의 정서적 몰입과 유지적 몰입,

8)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원의 기부와 조직몰입간의 관계는 사회공헌 및

기부활동에 대한 직원의 인지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Raman and Zboj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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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몰입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 공공봉사동기

개인의 공공봉사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Perry(1996)는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이라는 4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 24

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erry의 측정문항을 근거로 Kim et al.(2013)이 제시한

16개 설문문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리커트형 5점 척도(1점=전혀 아니

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제 2 절 조사설계

1. 조사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공기업 가운데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활

발히 전개하고 있는 캠코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캠코

는 2015년 1월 현재 직원 수가 1,088명이고 본사에 27개 부․실이 있으

며 지방에 10개 지역본부가 있는 조직이다.

설문조사의 경우 2015년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49개 문항으

로 작성된 설문지 650부를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CSR활동에 참여

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한정하여 캠코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총 383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가운데 충실하지 않

거나 결측치가 많아서 분석에 포함할 수 없는 41부를 제외하였고 최종적

으로 실증분석에는 342부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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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개 부분으

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독립변수인 사회공헌에 대한 것이다. 사

회공헌활동에 대한 문항은 총 16개로써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보기 위해 연간CSR참여시간 2개 문항, 연간개인자원봉사참여시간 2개

문항, CSR에 대한 태도 4개 문항, 그리고 CSR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한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관한 것이다. 조직몰입 관련

문항은 총 11개로 정서적 몰입 4개 문항, 유지적 몰입 3개 문항, 규범적

몰입 4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에 관한 문항으로 공공봉사

호감도 4개 문항, 공공가치 몰입 4개 문항, 그리고 동정심 4개 문항 및

자기희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에 관한 문항은 총 6개로 연령, 성별, 종교, 학력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4개 문항과 근무특성인 직급, 근속년수 2개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설문 문항 수는 49개이며 개인특성인 통제변수를

제외한 모든 문항들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로 구성

되어 있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7>는 전체 설문문항 구

성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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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설문문항 구성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범용 통계 패키지인

SPSS(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에 적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

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내적 일관성 분석을 대표하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

변수 하위변수
문항

출처
번호 수

사회공헌

참여

연간 CSR 시간 Ⅰ-1,2 2

연간 개인봉사 시간 Ⅰ-3,4 2

태도 Ⅰ-5～8 4 서문식,안진우(2008)

인식 적합성 진정성 Ⅰ-9～16 8
Speed & Thompson

(2000)

조직몰입

정서적몰입 Ⅱ-1～4 4
Allen & Meyer

(1993)
유지적몰입 Ⅱ-5～7 3

규범적몰입 Ⅱ-8～11 4

공공봉사

동기

(PSM)

공공봉사호감도(APS) Ⅲ-1～4 4

Perry(1996),

Kim, et al(2013)

공공가치몰입(CPV) Ⅲ-5～8 4

동정심(COM) Ⅲ-9～12 4

자기희생(SS) Ⅲ-13～16 4

개인특성 연령, 성별, 종교, 학력 Ⅵ-1～4 4

근무특성 직급, 근속년수 Ⅵ-5,6 2

총 문항 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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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와

어떤 방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공기업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있어서 공공봉사동기의 조절역

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유의수준 p<.05, p<.01, p<.001에서 설정

된 가설에 대한 검정절차를 거쳤다.



- 28 -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8]와 같으며 총 응답자

342명 가운데 남성이 234명으로 68.4%, 여성이 108명으로 31.6%를 차지

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9세가 19명(14.3%), 30～39세가 105명

(30.7%), 40～49세가 143명(41.8%), 50세 이상이 45명(13.2%)으로 나타

나,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의 비율이 높으며 30～40

대가 72.5%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

다.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45명(42.4%),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97명(57.6%)으로 종교가 없는 구성원이 다소 많았다.

학력을 보면, 고졸이 21명(6.1%), 전문대졸이 11명(3.2%), 대졸이 255

명(74.6%), 대학원 이상이 55명(16.1%)으로 고졸과 전문대졸은 합하여

32명(9.3%)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대졸 이상이 310명(90.7%)으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직급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하위직급인 5급 이하가 173명(50,6%)으로

가장 많고, 4급이 120명(35.1%), 3급이 45명(13.2%), 그리고 2급 이상이

4명(1.2%)으로 나타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 구성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4.3%에 불과한 반면 40대

가 41.8%로 가장 비율이 높고 30대가 30.7%였던 것과는 비교되는 특성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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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속년수는 5년 미만이 111명(32.5%), 5～10년 51명(14.9%), 11～

15년 59명(17.3%), 16～20년 103명(30.1%), 20년 초과 18명(5.3%)으로 나

타났다. 연령에서 40대가 41.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여 근속년수에 있

어서도 16～20년이 3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8] 응답자 빈도표

변수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34 68.4

여성 108 31.6

연령

29세 이하 49 14.3

30～39세 105 30.7

40～49세 143 41.8

50세 이상 45 13.2

종교
있다 145 42.4

없다 197 57.6

학력

고졸 21 6.1

전문대졸 11 3.2

대졸 255 74.6

대학원 이상 55 16.1

직급

5급 이하 173 50.6

4급 120 35.1

3급 45 13.2

2급 이상 4 1.2

근속년수

(입사년도)

5년 미만(2010～현재) 111 32.5

5～10년(2005～2009) 51 14.9

11～15년(2000～2004) 59 17.3

16～20년(1995～1999) 103 30.1

20년 초과(～1994) 18 5.3

변수별 합계 3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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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분석

다음 [표 9]는 본 연구에 활용된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이

다.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척도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적이다.

독립변수인 사회공헌 참여에서 연간CSR시간은 평균 6.936시간으로 개

인봉사시간 평균 2.684시간에 비해 2.6배 높았다. 이는 개인적인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하기보다 공기업 구성원으로서 CSR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CSR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나타내는 태도는

평균 3.049로 보통이었으며, 소속 공기업의 CSR활동의 적합성과 진정성

에 대한 인식은 3.799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수준이었다.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전체는 평균이 3.802로 나타나 조직몰입의 수준

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몰입의

평균이 3.809로 유지적 몰입의 평균 3.785보다 높았고, 규범적 몰입은 평

균 3.746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933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

면 공공가치몰입이 4.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정심의 평균은

4.013, 공공봉사호감도의 평균은 3.966, 그리고 자기희생이 가장 낮은 평

균 3.472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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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술통계분석

* 표본수 : 342개

제 2 절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 타당성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에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가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를 개념 또는 요인으로 묶어 변수의 수

를 줄이고자 하는 통계기법이다.

1) 독립변수

[표 10]과 같이 독립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인 태도, 인식이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사회공헌

참
여

연간CSR시간 1.0 25.0 6.936 4.330

연간개인봉사시간 1.0 25.0 2.684 2.849

CSR태도 1.0 5.0 3.049 0.787

인식 1.3 5.0 3.799 0.662

[종속변수]

조직몰입

전체 1.6 5.0 3.802 0.581

정서적 몰입 1.0 5.0 3.809 0.662

유지적 몰입 1.7 5.0 3.785 0.711

규범적 몰입 1.0 5.0 3.746 0.675

[조절변수]

공공봉사
동기

전체 2.4 5.0 3.933 0.484

공공봉사호감도 2.3 5.0 3.966 0.578

공공가치몰입 2.3 5.0 4.281 0.539

동정심 2.3 5.0 4.013 0.549

자기희생 1.0 5.0 3.47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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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4 이하인 변수가 없기 때문에 12개

문항 전체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변수 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

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

합도 값은 0.913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 단위행렬 검정치는 χ²=3104.002,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0] CSR 태도 및 인식 요인분석 결과

설문항목
요인

1 2

태도

Ⅰ- 6 CSR 진행과정을 적극 탐색 .923 .156

Ⅰ- 5 CSR 내용을 적극 탐색 .902 .137

Ⅰ- 7 CSR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적극 탐색 .870 .244

Ⅰ- 8 공사 CSR에 항상 관심 .793 .298

인식

Ⅰ-10 공사 이미지와 CSR 이미지가 잘 어울림 .123 .845

Ⅰ-11 공사와 CSR이 잘 어울림 .110 .838

Ⅰ-15 공사는 CSR에 진심으로 관심 .218 .808

Ⅰ- 9 공사와 CSR은 논리적 연관성이 있음 .222 .804

Ⅰ-14 공사 CSR 이유는 가치가 있기 때문 .206 .797

Ⅰ-13 지금의 공사 CSR이 적절 .187 .783

Ⅰ-16 인기나 대중적 관심과 무관한 CSR지원 .222 .725

Ⅰ-12 공사 사업영역과 높은 연관성 .199 .679

고유값 2.162 6.318

분산(%) 18.017 52.652

누적(%) 70.670 52.652

KMO 표본 적합도 .903

Bartlett 단위행렬검정
근사 카이제곱 3052.031

유의수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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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표 11]은 종속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몰입 항목들에 대한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유값이 1.0 이상인 2개의 요인이

각각 추출되었다. KMO(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 값은 0.891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 단위행렬

검정치는 χ²=1926.925, 유의확률이 0.000, 요인적재치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1] 조직몰입 요인분석 결과

* Ⅱ-9 : 역코딩

설문항목
요인

1 2

정
서
규
범
몰
입

Ⅱ-3 직장에 대한 강한 소속감 .889 .127

Ⅱ-4 직장에 대해 정서적으로 강한 애착 .872 .120

Ⅱ-10 공익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 .784 .074

Ⅱ-8 현 직장은 열과 성을 다해 일할 만한 가치가 있음 .782 .254

Ⅱ-2 직장에서 가족애를 느낌 .781 -.001

Ⅱ-1 정년까지 지금의 직장에서 보내고 싶음 .656 .400

Ⅱ-11 전직은 조직에게 미안한 일 .634 .096

Ⅱ-9* 현 직장에 남아야 할 아무런 의무감도 느끼지 않음 .605 .172

유
지
적
몰
입

Ⅱ-6 퇴직 못하는 이유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 때문 -.164 .829

Ⅱ-5 직장을 그만두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곤란 .283 .771

Ⅱ-7 전직 시 현재 수준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것 .295 .689

고유값 5.223 1.612

분산(%) 47.480 14.651

누적(%) 47.480 62.131

KMO 표본 적합도 .891

Bartlett 단위행렬검정
근사 카이제곱 1926.925

유의수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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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er & Allen(1993)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조직몰입을 측정한 결

과, 선행연구의 3가지 요인(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는

달리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을 동일하게 인

식9)하고 있었다. 따라서 요인1을 ‘정서규범몰입’으로 명명하여 신뢰도 분

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3) 조절변수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12]에 제

시하였다. 고유값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4개 요인들의 전

체 설명변량(%)은 70.7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13)의 공공

봉사동기 척도와 동일하게 요인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 국내 조직몰입 연구에서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Meyer et al.(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

치되는 부분이다(이목화․문형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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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공공봉사동기 요인분석 결과

2. 신뢰성 검증

신뢰성 검증은 측정도구인 설문지의 설문문항의 신뢰도(rel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신뢰도를 분석한다는 의미는 하나의 개념

에 대해 설문대상자에게 다시 설문을 하여도 시간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

지 않고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분석방법

설문항목
요인

1 2 3 4

공익
가치
몰입
(CPV)

Ⅲ-6 시민에게 지속적 행정서비스 제공 .785 .197 .252 .157

Ⅲ-7 공공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의 이익 고려 .774 .150 .123 .141

Ⅲ-8 윤리적 행동은 공공조직원에게 필수적 .746 .038 .093 .197

Ⅲ-5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 .736 .095 .410 .062

자기
희생
(SS)

Ⅲ-15 사회를 위해 개인적인 손실 수용 .117 .890 .153 .105

Ⅲ-14 나 보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우선시 .099 .810 .209 .226

Ⅲ-13 사회를 위해 개인 희생을 감수할 준비 .118 .754 .279 .291

Ⅲ-16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빈민 지원에 찬성 .241 .699 .246 .209

공공
봉사
호감도
(APS)

Ⅲ-2 의미있는 공공봉사 .115 .195 .846 .187

Ⅲ-3 공공선(公共善)을 위해 기여 .176 .227 .809 .227

Ⅲ-4 사회문제 해결 활동에 동참 .282 .262 .740 .134

Ⅲ-1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자를 존경 .378 .237 .547 .110

동정심
(COM)

Ⅲ-10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141 .187 .239 .810

Ⅲ-9 곤궁에 처한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 .107 .272 .291 .771

Ⅲ-11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의감 .449 .223 -.005 .632

Ⅲ-12 타인의 복지 고려의 중요성 .456 .354 .182 .491

고유값 7.276 1.755 1.292 1.004

분산(%) 45.474 10.966 8.074 6.277

누적(%) 45.474 56.440 64.514 70.791

KMO 표본 적합도 .913

Bartlett 단위행렬검정
근사 카이제곱 3104.002

유의수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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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 계수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계수이

며 이 알파(α)는 한 조사 내에서 변수들간의 평균 상관관계에 근거해 설

문문항들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크론바흐 알

파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Nunnally(1978)에 의하면 크론

바흐 알파 계수가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탐색적 연구

의 경우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래 [표 13]과 같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공헌활동의 하위 요인

의 신뢰도는 각각 0.919와 0.921로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종속변수

인 조직몰입의 정서조직몰입 신뢰도는 0.897, 유지적몰입 신뢰도는 0.686

으로 나타났고,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하위 요인은 공공봉사호감도

0.853, 공공가치몰입 0.841, 동정심 0.818, 자기희생 0.882로서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통해 파악된 각 하위요인들은 적합한 내적 일관

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척도의 신뢰도 역시 타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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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측정문항의 신뢰성

측정

요소

크론바흐

α
설문항목

항목제거시

크론바흐α

사회
공헌
태도

.919

Ⅰ- 5 CSR 내용을 적극 탐색 .890

Ⅰ- 6 CSR 진행과정을 적극 탐색 .877

Ⅰ- 7 CSR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적극 탐색 .891

Ⅰ- 8 공사 CSR에 항상 관심 .920

사회
공헌
인식

.921

Ⅰ- 9 공사와 CSR은 논리적 연관성이 있음 .908

Ⅰ-10 공사와 CSR 이미지가 잘 어울림 .908

Ⅰ-11 공사와 CSR이 잘 어울림 .908

Ⅰ-12 공사 사업영역과 높은 연관성 .920

Ⅰ-13 지금의 공사 CSR이 적절 .911

Ⅰ-14 공사 CSR 이유는 가치가 있기 때문 .909

Ⅰ-15 공사는 CSR에 진심으로 관심 .907

Ⅰ-16 인기나 대중적 관심과 무관한 CSR지원 .915

정서
규범
몰입

.897

Ⅱ-1 정년까지 지금의 직장에서 보내고 싶음 .888

Ⅱ-2 직장에서 가족애를 느낌 .885

Ⅱ-3 직장에 대한 강한 소속감 .870

Ⅱ-4 직장에 대해 정서적으로 강한 애착 .871

Ⅱ-5 퇴직 시 인생의 많은 부분이 곤란 .878

Ⅱ-6 퇴직 못하는 이유는 생계유지 소득 때문 .898

Ⅱ-7 전직 시 현 수준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 .882

Ⅱ-8 열정을 바쳐 일할 만한 가치가 있음 .899

유지적
몰입 .686

Ⅱ-9 남아야 할 의무감을 느끼지 않음 .546

Ⅱ-10 공익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 .623

Ⅱ-11 전직은 조직에게 미안한 일 .607

공공
봉사
호감도
(APS)

.853

Ⅲ-1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자를 존경 .865

Ⅲ-2 의미있는 공공봉사 .786

Ⅲ-3 공공선(公共善)을 위해 기여 .781

Ⅲ-4 사회문제 해결 활동에 동참 .812

공익
가치
몰입
(CPV)

.841

Ⅲ-5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 .790

Ⅲ-6 시민에게 지속적 행정서비스 제공 .765

Ⅲ-7 공공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의 이익 고려 .804

Ⅲ-8 윤리적 행동은 공공조직원에게 필수적 .833

동정심 .818 Ⅲ-9 곤궁에 처한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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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성(r)과 방향성(+, -)의 정도를 파악하고 다중공선성

의 존재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0.70～0.80이상)로

인하여 잘못된 추정치를 가져올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점검한 결

과, 사회공헌활동, 조직몰입, 공공봉사동기의 상관계수의 값이 -0.054～

0.604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의 하위변수인 정서규범몰입은 독립변수 가

운데 연간CSR시간(r=.136, p<.05), CSR태도(r=.329, p<.01), CSR인식

(r=.532, p<.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동일 차원인 유지적몰

입(r=.366, p<.01),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수인 공공봉사호감

도(r=.420, p<.01), 공공가치몰입(r=.335, p<.01), 동정심(r=.272, p<.01), 자

기희생(r=.377, p<.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지적몰입은 독립변수 가운데 CSR태도(r=.198, p<.01), CSR인식

(r=.162, p<.01)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동일 차원인 정서규범

몰입과 비교하여 상관관계가 낮았다. 또한 유지적몰입은 조절변수인 공

공봉사동기의 하위변수인 공공봉사호감도(r=.212, p<.01), 공공가치몰입

(r=.209, p<.01), 동정심(r=.307, p<.01), 자기희생(r=.215, p<.01)과 정(+)

(COM)

Ⅲ-10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758

Ⅲ-11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의감 .789

Ⅲ-12 타인의 복지 고려의 중요성 .781

자기
희생
(SS)

.882

Ⅲ-13 사회를 위해 개인 희생을 감수할 준비 .846

Ⅲ-14 나 보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우선시 .844

Ⅲ-15 사회를 위해 개인적인 손실 수용 .829

Ⅲ-16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빈민 지원에 찬성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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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독립변수 가운데 하위변수인 연간CSR시간은 동일차원인 연간개

인봉사시간(r=.327, p<.01), CSR태도(r=.155, p<.01), CSR인식(r=.195,

p<.01), 종속변수인 정서규범몰입(r=.136, p<.05), 조절변수인 공공봉사호

감도(r=.135, p<.05), 공공가치몰입(r=.111, p<.05), 동정심(r=.133, p<.05)

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유지적몰입, 자기희생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간개인봉사시간 역시 동일차원인 연간CSR시간, CSR태도(r=.310,

p<.01), CSR인식(r=.155, p<.01), 조절변수인 공공봉사호감도(r=.115,

p<.05), 자기희생(r=.114, p<.05)과의 관계에 한하여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정서규범몰입, 유지적몰입, 공공가치몰입, 동정심

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CSR태도는 모든 변수들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고, CSR인식 역시 모든 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연간개인봉

사시간 변수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공공정책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희생심은 연간CSR시간과 연간개인봉사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들

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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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상관관계 분석

제 4 절 가설의 검증

1.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본 연구의 가설 1과 2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

인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의 하위척도인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이 동일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이를 ‘정서규범몰입’이라 명명하

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1) 사회공헌활동이 정서규범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령, 성별, 종교유무, 학력, 직급, 근속년수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연간
CSR
시간

연간
개인
봉사
시간

CSR
태도

CSR
인식

정서
규범
몰입

유지적
몰입

공공
봉사
호감도

공공
가치
몰입

동정
심

자기
희생

Q1 1 　 　 　 　 　 　 　 　 　

Q2 .327** 1 　 　 　 　 　 　 　 　

Q3 .155** .310** 1 　 　 　 　 　 　 　

Q4 .195** .155** .450** 1 　 　 　 　 　 　

Q5 .136* .057 .329** .532** 1 　 　 　 　 　

Q6 .087 -.054 .198** .162** .366** 1 　 　 　 　

Q7 .135* .115* .452** .456** .420** .212** 1 　 　 　

Q8 .111* -.050 .243** .328** .335** .209** .551** 1 　 　

Q9 .133* .007 .286** .280** .272** .307** .555** .559** 1 　

Q10 .087 .114* .398** .288** .377** .215** .569** .403** .604**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Q1 : 연간CSR시간, Q2 : 연간개인봉사시간, Q3 : CSR태도, Q4 : CSR인식, Q5 : 정서규범몰입,

Q6 : 유지적몰입, Q7 : 공공봉사호감도, Q8 : 공공가치몰입, Q9 : 동정심, Q10 : 자기희생



- 41 -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독립변수로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인식을 설정하

였고,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다시 연간CSR시간, 연간개인봉사시간, CSR

태도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는 정서규범몰입을 설정하고 다음 [표 15]와

같이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정서규범몰입 간의 회귀분석 결과, 성별과 직급

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결과를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변수는

-0.321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며 검정통계량 t값은 -4.469, 유의확률(p)은

0.000으로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

다 정서규범몰입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급의 계수 값이

-0.173, t값은 -2.970, 유의확률(p)은 0.003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급이 높을수록(5급이하→2급이상) 정서규범

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와 정서규범몰입 간의 회귀분석 결과, CSR태도의 회귀계수

값은 0.091이고 회귀계수의 검정통계량인 t값은 2.110이며 유의확률(p값)

은 0.000으로 유의수준(p<0.001)보다 작으므로 종속변수 정서규범몰입에

대한 독립변수 CSR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SR인식의 회귀계수 값은 0.447이고 회귀계수의 검정통계량인 t

값은 9.006이며 유의확률(p값)은 0.036으로 유의수준(p<0.05)보다 작으므

로 독립변수 CSR인식 역시 종속변수 정서규범몰입에 대하여 유의한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하위변수인 CSR태도와 CSR인식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

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화계수를 비교하였다.

CSR태도의 표준화계수 값은 0.108이고 CSR인식의 표준화계수 값은

0.446이다. 따라서 CSR인식이 CSR태도 보다 정서규범몰입에 큰 영향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회귀모형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F값이 21.358(p<.000)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R²=.374로서 사회공헌활동이 정서규범

몰입에 미치는 관계를 37.4% 정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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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허용오차가 0.1 이하이거나 분산팽창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한다(곽기

영, 2014).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VIF 수치가 연간CSR시간

은 1.199, 연간자원봉사시간은 1.267, CSR태도는 1.427, CSR인식은 1.338

이고, 허용오차는 연간CSR시간은 0.834, 연간자원봉사시간은 0.789, CSR

태도는 0.701, CSR인식은 0.74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었다. 또한 앞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모든 변수의 상관계수의 값이

-0.054～0.604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표 15] 사회공헌활동이 정서규범몰입에 미치는 영향

* 성별 : ‘남성’이 기준집단임

* 종교 : ‘없다’가 기준집단임

* 교육기간 : 고졸이하-12년, 전문대졸-14년, 대졸-16년, 대학원졸-18년이상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통

제

변

수

(상수) 3.137 .521 　 6.024 .000 　 　

연령 -.073 .057 -.099 -1.281 .201 .308 3.244

성별(더미)* -.321 .072 -.225 -4.469 .000 .722 1.386

종교(더미)* .064 .058 .048 1.092 .275 .966 1.035

교육기간* -.032 .023 -.064 -1.395 .164 .870 1.150

직급* -.173 .058 -.195 -2.970 .003 .424 2.360

근속년수 .021 .040 .042 .518 .605 .278 3.600

독

립

변

수

연간CSR

시간
.005 .007 .034 .727 .468 .834 1.199

연간자원

봉사시간
-.016 .011 -.067 -1.397 .163 .789 1.267

CSR태도 .091 .043 .108 2.110 .036 .701 1.427

CSR인식 .447 .050 .446 9.006 .000 .747 1.338

F(유의수준) 21.358(.000)

R(조정된 R²) .626(.374)

△R²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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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 2급이상, 3급, 4급, 5급이하

2) 사회공헌활동이 유지적몰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를 유지적몰입으로 설정하여 [표 16]와 같이 회귀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유지적몰입 간의 회귀분석 결과, 근속

년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결과를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

는 0.152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며 검정통계량 t값은 3.112, 유의확률(p값)

은 0.002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유지적몰입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 가운데에는 CSR태도가 회귀계수 값 0.107이고 회귀계수의

검정통계량인 t값 2.030, 유의확률(p값) 0.043으로 유의수준(p<0.05)하에

종속변수 유지적몰입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CSR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유지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모형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F값이 8.965(p<.000)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R²=.189로서 사회공헌활동이 유지적몰

입에 미치는 관계를 18.9% 정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4 -

[표 16] 사회공헌활동이 유지적몰입에 미치는 영향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설 1-1(연간CSR

시간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기각되었

다. 가설 1-2(연간개인봉사시간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도 기각되었다. 가설 1-3(CSR 참여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CSR 참여 태도가 정서규범

몰입과 유지적몰입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채택되었다. 가설 1-4(공기업 구성원의 CSR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CSR 인식이 정서규범몰입에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지적몰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으므로 일부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설 1(공기업 구성원의 사

회공헌활동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일부 채택되었다.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통

제

변

수

(상수) 2.527 .636 　 3.972 .000 　 　

연령 .131 .070 .164 1.872 .062 .308 3.244

성별(더미) -.048 .088 -.032 -.549 .583 .722 1.386

종교(더미) -.018 .071 -.012 -.249 .803 .966 1.035

교육기간 -.023 .028 -.044 -.834 .405 .870 1.150

직급 .061 .071 .064 .853 .394 .424 2.360

근속년수 .152 .049 .288 3.112 .002 .278 3.600

독

립

변

수

연간CSR시간 .010 .009 .063 1.180 .239 .834 1.199

연간자원

봉사시간
-.022 .014 -.089 -1.622 .106 .789 1.267

CSR태도 .107 .053 .118 2.030 .043 .701 1.427

CSR인식 .101 .061 .094 1.672 .095 .747 1.338

F(유의수준) 8.965(.000)

R(조정된 R²) .462(.189)

△R²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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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인 공공봉

사동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기본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만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령, 성별, 종교여부, 최종학력, 직급,

근무기간 등의 개인적 특성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 독립변수를 포함

시킨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구성원들의 개인적

특성 변수에 독립변수인 연간CSR시간, 연간개인봉사시간, CSR태도,

CSR인식을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1단계 변수들에 조절변수를 추가하여 독립변수

와 조절변수의 주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2단계 변수들에 구성원

들의 PSM 관련 요인(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을 추가하여 3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2단계 변수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을 추가하여 조절변수들의 구체적인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상호작용항

을 회귀식에 넣을 경우 불가피하게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

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방법(Mean Centering

technique)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중공선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식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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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 y = β0 + β1X1 + ε

제2단계 : y = β0 + β1X1 + β2X2 +ε

제3단계 : y = β0 + β1X1 + β2X2 + β3X3 +ε

Y : 종속변수(조직몰입 : 정서규범몰입, 지속적몰입)

X1 : 독립변수(사회공헌 : 연간CSR시간, 연간개인봉사시간, CSR태도,

CSR인식)

X2 : 조절변수(공공봉사 호감도, 공공가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X3 : X1과 X2 간의 상호작용 항

β0 : 상수

β1, β2, β3 : 회귀계수

ε : 잔차 항

이와 같은 위계적 회귀분석의 과정에서 마지막 3단계에서 사회공헌활

동 변수와 공공봉사동기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을 투

입하였을 때 설명력(R2)가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면 해당

되는 사회공헌활동 하위변수와 공공봉사동기 변수 간에 상호작용이 있으

며, 이 때 공공봉사동기 변수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공공봉사호감도(APS)의 조절효과

공기업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구성원의 공공봉사호감도(APS) 수준에 따라 영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

을 것이라는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는 [표 17]와 같다.

모형 Ⅲ은 독립변수 사회공헌활동과 조절변수의 하위변수인 공공봉사

호감도(APS)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서규범몰입에 대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20.981(p<.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모형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정된 R²= .392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공공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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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도(APS)가 정서규범몰입에 대해 39.2% 설명하고 있다. 사회공헌활

동과 공공봉사호감도(APS)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할 경우, 사회공헌

활동의 하위변수인 CSR인식이 β= .368(p<.01)로 정(+)의 영향을 나타내

었으며, 조절변수인 공공봉사호감도(APS)는 β= .175(p<.01)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나타냈다.

한편, 독립변수 사회공헌활동과 조절변수의 하위변수인 공공봉사호감

도(APS)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유지적몰입에 대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F값은 8.361(p<.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분

석되었다. 수정된 R²= .192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공공봉사호감도(APS)가

유지적몰입에 대해 19.2%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공헌활동과

공공봉사호감도(APS)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할 경우, 사회공헌활동

의 하위변수와 조절변수인 공공봉사호감도(APS)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

타내지 못하였다.

모형 Ⅳ는 사회공헌활동의 하위변수인 연간CSR시간, 연간개인봉사시

간, CSR태도, CSR인식과 조절변수인 공공봉사호감도(APS)의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Ⅳ의 정서

규범몰입에 대한 분석에서 F값은 16.4(p<.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

모형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회공헌활동과 공공봉사호감도(APS)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서규범몰입에 대한 설명량이 수정된 R²=. 392에서

수정된 R²= .404로 1.2%P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절효

과를 나타내는 상호작용항 가운데 연간개인봉사시간과 공공봉사호감도

(APS)의 상호작용항이 β= .104(p<.05)로 나타났다. 즉 연간개인봉사시간

이 많을수록 정서규범몰입이 높아지는 관계에 있어서 공공봉사호감도

(APS)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형 Ⅳ의 유지적몰입에 대한 분석에서 F값은 6.483(p<.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모형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호작용항이 함께

투입됨에 따라 유지적몰입에 대한 설명량이 수정된 R²=. 192에서 수정된

R²= .194로 .2%P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절효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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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상호작용항 가운데 연간개인봉사시간과 공공봉사호감도(APS)의

상호작용항이 β= .108(p<.05)로 나타났다. 즉 연간개인봉사시간이 많을수

록 유지적몰입이 높아지는 관계에 있어서도 공공봉사호감도(APS)의 조

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2-1(공공봉사호감도(APS)는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

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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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공공봉사 호감도(APS)의 조절효과

구분

조직몰입

정서규범몰입 지속적몰입

B β t
유의
수준

R²
(수정된R²)
/△R²

F
(유의
수준)

B β t
유의
수준

R²
(수정된R²)

/△R²

F
(유의
수준)

상수 4.973 　 10.777 .000

.150

(.135)

/.150

9.855

(.000)

3.122 　 5.421 .000

.178

(.163)

/.178

12.089

(.000)
Ⅰ

모형

연령 -.107 -.145 -1.901 .058 .109 .137 1.539 .125

성별 -.336 -.236 -4.760 .000 -.064 -.042 -.731 .465

종교 .050 .037 .865 .388 -.030 -.021 -.423 .672

학력 -.025 -.050 -1.119 .264 -.018 -.034 -.645 .520

직급 -.157 -.178 -2.738 .007 .079 .084 1.108 .269

근속년수 .041 .083 1.032 .303 .165 .313 3.341 .001

Ⅱ

모형

연간CSR시간
(X1) .004 .029 .634 .526

.392

(.374)

/.242

21.358

(.000)

.011 .065 1.219 .224
.213

(.189)

/.035

8.965

(.000)

연간개인봉사
시간(X2) -.019 -.080 -1.671 .096 -.027 -.107 -1.923 .055

CSR태도(X3) .059 .070 1.319 .188 .089 .098 1.600 .111

CSR인식(X4) .368 .368 7.068 .000 .060 .056 .923 .357

Ⅲ

모형
공공봉사
호감도(APS) .200 .175 3.450 .001

.412(.392)

/.019

20.981

(.000)
.110 .090 1.525 .128

.218(.192)

/.005

8.361

(.000)

Ⅳ

모형

X1*APS .006 .024 .557 .578

.430(.404)

/.019

16.400

(.000)

-.005 -.020 -.392 .695

.230(.194)

/.012

6.483

(.000)

X2*APS .048 .104 2.289 .023 .053 .108 2.037 .042

X3*APS .094 .076 1.472 .142 .023 .017 .288 .773

X4*APS -.075 -.057 -1.125 .262 -.006 -.004 -.073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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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가치몰입(CPV)의 조절효과

조절변수의 하위변수인 공공가치몰입(CPV)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분석 결과는 [표 18]와 같다.

모형 Ⅲ은 독립변수 사회공헌활동과 조절변수의 하위변수인 공공가치

몰입(CPV)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서규범몰입에 대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F값이 .855(p<.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모형

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수정된 R²= .389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공공가치

몰입(CPV)이 정서규범몰입에 대해 38.9%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공헌활동과 공공가치몰입(CPV)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할 경우,

사회공헌활동의 하위변수인 CSR인식이 β= .404(p<.01)로 정(+)의 영향

을 나타내었으며, 조절변수인 공공가치몰입(CPV)은 β= .145(p<.01)로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한편, 유지적몰입에 대하여 회귀분석 결과, F값은 9.147(p<.01)로 나타

나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고, 수정된 R²= .208로써 독립변수와

공공가치몰입(CPV)이 유지적몰입에 대해 20.8%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사회공헌활동과 공공가치몰입(CPV)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

할 경우, 조절변수인 공공가치몰입(CPV)만이 β= .135(p<.05)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모형 Ⅳ는 사회공헌활동의 하위변수인 연간CSR시간, 연간개인봉사시

간, CSR태도, CSR인식과 조절변수인 공공가치몰입(CPV)의 상호작용항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Ⅳ에서는 상

호작용항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공공가치몰입(CPV)은 조절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2-2(공공가치몰입(CPV)은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

에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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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공공가치 몰입(CPV)의 조절효과

구분

조직몰입

정서규범몰입 지속적몰입

B β t
유의
수준

R²
(수정된R²)

/△R²

F
(유의
수준)

B β t
유의
수준

R²
(수정된R²)

/△R²

F
(유의
수준)

상수 5.046 　 10.765 .000

.150

(.135)

/.150

9.855

(.000)

3.047 　 5.290 .000

.178

(.163)

/.178

12.089

(.000)
Ⅰ

모형

연령 -.080 -.109 -1.425 .155 .131 .165 1.886 .060

성별 -.322 -.227 -4.520 .000 -.041 -.027 -.464 .643

종교 .050 .038 .856 .393 -.035 -.024 -.482 .630

학력 -.030 -.061 -1.331 .184 -.018 -.033 -.633 .527

직급 -.167 -.189 -2.875 .004 .086 .090 1.198 .232

근속년수 .032 .065 .808 .420 .169 .321 3.476 .001

Ⅱ

모형

연간CSR시간
(X1) .002 .013 .279 .780

.392

(.374)

/.242

21.358

(.000)

.008 .047 .860 .390
.213

(.189)

/.035

8.965

(.000)

연간개인봉사
시간(X2) -.005 -.022 -.440 .660 -.010 -.038 -.666 .506

CSR태도(X3) .054 .065 1.249 .213 .080 .088 1.489 .137

CSR인식(X4) .406 .406 7.918 .000 .063 .058 .994 .321

Ⅲ

모형
공공가치
몰입(CPV) .178 .145 2.943 .003

.408(.389)

/.016

20.700

(.000)
.178 .135 2.391 .017

.234(.208)

/.021

9.147

(.000)

Ⅳ

모형

X1*CPV .009 .028 .573 .567

.419(.392)

/.011

15.683

(.000)

-.005 -.014 -.242 .809

.239(.204)

/.006

6.842

(.000)

X2*CPV .023 .060 1.205 .229 .034 .083 1.468 .143

X3*CPV .083 .059 1.141 .255 -.027 -.018 -.307 .759

X4*CPV .001 .001 .013 .989 -.052 -.029 -.473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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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정심(COM)의 조절효과

조절변수의 하위변수인 동정심(COM)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

석 결과는 다음 [표 19]과 같다.

모형 Ⅲ은 독립변수 사회공헌활동과 조절변수의 하위변수인 동정심

(COM)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서규범몰입에 대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F값이 19.492(p<.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모형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수정된 R²= .374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동정심(COM)

이 정서규범몰입에 대해 37.4%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공헌활

동과 동정심(COM)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할 경우, 사회공헌활동의

하위변수인 CSR인식이 β= .422(p<.01)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조절변수인 동정심(COM)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한편, 유지적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F값은 10.070(p<.01)로 나타

나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고, 수정된 R²= .226로써 독립변수와

동정심(COM)이 유지적몰입에 대하여 22.6%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러나 사회공헌활동과 동정심(COM)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모형 Ⅳ는 사회공헌활동의 하위변수들과 조절변수인 동정심(COM)과

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정

서규범몰입에 대한 분석에서 F값은 15.18(p<.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

귀모형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회공헌활동과 동정심(COM)의 상호작

용으로 인해 정서규범몰입에 대한 설명량이 수정된 R²=. 374에서 수정된

R²= .384로 1.0%P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절효과를 나

타내는 상호작용항 가운데 CSR태도와 CSR인식은 동정심(COM)과의 상

호작용항이 각각 β= .107(p<.05), β=- .118(p<.05)로 나타났다. 즉 CSR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정서규범몰입이 높아지는 관계와 CSR인식이 높을

수록 정서규범몰입이 높아지는 관계에 있어서 동정심(COM)의 조절효과

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CSR인식은 조절변수 동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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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에 의해 부(-)의 측면에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Ⅳ의 유지적몰입에 대한 분석에서 F값은 7.977(p<.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모형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호작용항이 함께

투입됨에 따라 유지적몰입에 대한 설명량이 수정된 R²=. 226에서 수정된

R²= .235로 .9%P가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상호작용항 가운데 연간개인봉사시간과 동정심(COM)의 상호

작용항이 β= .193(p<.05)로 나타났다. 즉 연간개인봉사시간이 많을수록

유지적몰입이 높아지는 관계에 있어서도 동정심(COM)의 조절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2-3(동정심(COM)은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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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동정심(COM)의 조절효과

구분

조직몰입

정서규범몰입 지속적몰입

B β t
유의
수준

R²
(수정된R²)

/△R²

F
(유의
수준)

B β t
유의
수준

R²
(수정된R²)

/△R²

F
(유의
수준)

상수 5.015 　 10.587 .000

.150

(.135)

/.150

9.855

(.000)

2.799 　 4.936 .000

.178

(.163)

/.178

12.089

(.000)
Ⅰ

모형

연령 -.081 -.109 -1.427 .155 .119 .150 1.753 .081

성별 -.314 -.221 -4.375 .000 -.023 -.015 -.269 .788

종교 .072 .054 1.236 .217 -.040 -.028 -.567 .571

학력 -.026 -.052 -1.113 .266 .000 .000 -.004 .997

직급 -.176 -.199 -3.015 .003 .090 .094 1.281 .201

근속년수 .026 .054 .662 .509 .158 .300 3.322 .001

Ⅱ

모형

연간CSR시간
(X1) .004 .026 .547 .585

.392

(.374)

/.242

21.358

(.000)

.008 .050 .927 .355
.213

(.189)

/.035

8.965

(.000)

연간개인봉사
시간(X2) -.011 -.048 -.983 .326 -.012 -.047 -.869 .385

CSR태도(X3) .082 .098 1.874 .062 .064 .071 1.220 .223

CSR인식(X4) .422 .422 8.405 .000 .051 .048 .852 .395

Ⅲ

모형
동정심
(COM) -.028 -.023 -.350 .726

.394(.374)

/.002

19.492

(.000)
.105 .081 1.102 .271

.251(.226)

/.038

10.070

(.000)

Ⅳ

모형

X1*COM .005 .017 .368 .713

.411(.384)

/.017

15.180

(.000)

-.013 -.044 -.827 .409

.268(.235)

/.017

7.977

(.000)

X2*COM .024 .084 1.251 .212 .060 .193 2.572 .011

X3*COM .139 .107 1.991 .047 .027 .020 .328 .743

X4*COM -.174 -.118 -2.295 .022 -.031 -.019 -.338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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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희생(SS)의 조절효과

조절변수의 하위변수인 자기희생(SS)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

석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모형 Ⅲ은 독립변수 사회공헌활동과 조절변수의 하위변수인 자기희생

(SS)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서규범몰입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F값이 21.747(p<.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모형인 것

으로 분석되었고, 수정된 R²= .401로써 독립변수와 자기희생(SS)이 정서

규범몰입에 대해 40.1%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공헌활동과 자

기희생(SS)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할 경우, 사회공헌활동의 하위변수

인 CSR인식이 β= .425(p<.01)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조절변수

인 자기희생(SS)도 β= .170(p<.01)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한편, 유지적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F값은 8.551(p<.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고, 수정된 R²= .196로써 독립변수와 자

기희생(SS)이 유지적몰입에 대하여 19.6%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나, 사회공헌활동의 하위변수들과 조절변수인 자기희생(SS)은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Ⅳ는 사회공헌활동의 하위변수들과 조절변수인 자기희생(SS)과

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정

서규범몰입에 대한 분석에서 F값은 16.996(p<.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회귀모형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회공헌활동과 자기희생(SS)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정서규범몰입에 대한 설명량이 수정된 R²=. 401에서 수정

된 R²= .439로 3.8%P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상호작용항 가운데 연간CSR시간과 자기희생(SS)의 상호작용

항이 β= .103(p<.01)로 나타났다. 즉 연간CSR시간이 많을수록 정서규범

몰입이 높아지는 관계에 있어서 자기희생(SS)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판단된다.

모형 Ⅳ의 유지적몰입에 대한 분석에서 F값은 6.721(p<.001)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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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회귀모형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호작용항이 함께 투입됨에

따라 유지적몰입에 대한 설명량이 수정된 R²= .201로 .5%P가 유의미하

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모든 상호작용항이 조절효과에 있

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4(자기희생(SS)은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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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자기희생(SS)의 조절효과

구분

조직몰입

정서규범몰입 지속적몰입

B β t
유의
수준

R²
(수정된R²)

/△R²

F
(유의
수준)

B β t
유의
수준

R²
(수정된R²)

/△R²

F
(유의
수준)

상수 4.875 　 10.530 .000

.150
(.135)
/.150

9.855

3.106 　 5.355 .000

.178
(.163)
/.178

12.089Ⅰ

모형

연령 -.083 -.112 -1.490 .137 .126 .158 1.806 .072

성별 -.331 -.232 -4.688 .000 -.059 -.039 -.668 .505

종교 .080 .060 1.406 .161 -.007 -.005 -.100 .920

학력 -.020 -.040 -.897 .370 -.016 -.031 -.582 .561

직급 -.157 -.178 -2.744 .006 .070 .073 .970 .333

근속년수 .023 .047 .591 .555 .151 .285 3.088 .002

Ⅱ

모형

연간CSR시간
(X1) .002 .014 .298 .766

.392
(.374)
/.242

21.358

.009 .054 1.016 .310

.213
(.189)
/.035

8.965
연간개인봉사
시간(X2) -.013 -.056 -1.182 .238 -.021 -.084 -1.540 .125

CSR태도(X3) .047 .056 1.083 .280 .075 .083 1.369 .172

CSR인식(X4) .425 .425 8.701 .000 .089 .083 1.450 .148

Ⅲ

모형
자기희생
(SS) .156 .170 3.593 .000 .420(.401)

/.028 21.747 .095 .097 1.757 .080 .222(.196)
/.009

8.551

Ⅳ

모형

X1*SS .019 .103 2.357 .019

.439(.439)
/.019 16.996

.016 .082 1.608 .109

.236(.201)
/.014 6.721

X2*SS .021 .061 1.370 .172 .025 .065 1.257 .209

X3*SS .033 .032 .613 .541 .044 .041 .661 .509

X4*SS -.102 -.093 -1.773 .077 -.018 -.015 -.248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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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공기업 구성원의 공공봉사동

기(PSM)가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공기업 구성원들의 CSR과 개인봉사활동 참여 시간은 모두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CSR참여 태도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SR 대한 인식은 정서규범몰입에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기업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은 조

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일부 채택되었다.

둘째, 공기업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공공가치몰입(CPV)은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공공봉사호감도(APS)와 동정심(COM)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희생(SS)은 정서규범몰입과의

관계에만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도 일

부 채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가설을 검증하면 <표 21>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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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가설검증 결과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공기업인 캠코 구성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따

른 조직몰입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사회공헌활동이 공기

구분 가설 검증결과

가설1.
공기업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채택

1-1.
연간CSR시간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
연간개인봉사시간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기각

1-3.
CSR 참여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4.
CSR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일부 채택

가설2.
공공서비스동기는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

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일부 채택

2-1.
공공봉사호감도(APS)는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공공가치몰입(CPV)은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동정심(COM)은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4.
자기희생(SS)은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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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구성원이 보유하는 높은 수준의 공공봉사동기와 상호 작용할 경우 조

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 참여(연간CSR시간, 연

간개인봉사시간, 태도), 인식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인 조직몰입도 정

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절변수인 공

공봉사동기도 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으로 구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 및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연령, 성별, 종교,

학력, 직급, 근속년수를 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통제변수로 설정하

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활

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42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

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확

보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독립변수 가운데 연간CSR시간은 종

속변수인 조직몰입의 유지적몰입,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자기희생

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간CSR시간이 많을수록 개인봉사시간도 많고 CSR태도가 적극적이고

CSR인식도 긍정적이고 정서규범몰입이 강하며 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

치몰입, 동정심과 같은 공공봉사동기의 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가운데 연간개인봉사시간은 CSR태도, CSR인식, 공공봉사호

감도, 자기희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기업이 제공하는 CSR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봉사시간이 많을수록 적극적인 CSR태도,

긍정적인 CSR인식, 높은 수준의 공공봉사호감도와 자기희생을 나타낸다

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인 CSR태도와 CSR인식은 모든 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 CSR태도가 적극적이고 CSR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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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긍정적일수록 조직몰입이 강하게 나타나고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

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과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캠코 구성원들은 조직몰입 가운데 정서규범몰입에 대하여는 남

성이 여성에 비해서 그리고 높은 직급일수록 정서규범몰입이 높고, 독립

변수 가운데 CSR태도와 CSR인식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지적몰입에 대하여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그리고 독립변

수 중 CSR태도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캠코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연령, 종교, 교육기간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급은 근속년수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정서규범몰입과의 관계와는 달리 유지적몰입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기업은 근속년수가 길수록

직급도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캠코의 경우는 근속년수가 16년에서

20년차인 구성원이 30.1%를 차지하는 조직 구성10)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에 근속년수가 길다고 해서 높은 직급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독립변수 가운데 연간CSR시간, 연간개인봉사시간과 같은 사회공

헌활동 참여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은 구성원의 경우에 조

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상승하여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심이 증가

하므로 조직몰입이 강화될 것이라는 가정이 기각된 것이다. 또한 개별적

인 자원봉사 시간도 조직몰입과는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사회공헌활동에의 참여가 조직몰입의 강화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이다. 이는 기업

10) 1997년에 시작된 외환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캠코는 금융부

문 경력자와 신규인력을 대거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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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참여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는 대부분의 기

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며, 기부나 자원봉사 참여가 조직몰입과는 직접

적인 영향관계가 없음을 제시한 노연희(2010)의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셋째,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있어 공공봉사동기의 구

성요소 가운데 공공봉사호감도(APS)와 동정심(COM)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캠코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공공선에 대한 기여의지와 호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심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이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를 통해 조직몰입의

강화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업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캠코의 구성원의 경우 공사가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

는 시간의 양(量)과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자원봉사 시간의 양

의 증가가 조직몰입의 강화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

졌다. 따라서 사회공헌활동시간 증대를 권장하는 방향의 정책의 경우에

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CSR태도가 조직몰입의 하위요소인 정서규범몰입과 유지적몰입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활동의 내용과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탐색․공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로 하여금 사회공헌활동 프로

그램 진행뿐만 아니라 사전 및 사후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인이 소속한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적합성과 진정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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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식될 때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의 근거와 실효성

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넷째,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낮은 직급이 높은 직급에 비해서 조직

몰입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사실은 캠코에게 있어 여성과 낮은 직

급의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몰입 강화를 위한 관심어린 전략수립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1개의 공기업을 분석단위로 하여 사회공헌활동

의 참여와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실증한 점과 공공

봉사동기이론에 바탕을 두고 공기업 구성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사회공헌

활동과 상호 작용할 때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지를 분석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이 연구의 대상은

1개의 공기업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지

원도구로 쓰이거나 경험적 실증자료의 축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모든 공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둘째, 설문문항 구성에 있어 사회공헌활동의 태도와 인식과 관련된 측

정문항은 민간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설문을 그대로 활용하였

기 때문에 공기업 구성원들의 사회공헌활동 측정에는 맞지 않을 수 있

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해야 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대비해야

하는 공기업 구성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설문문항

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연구 결과에 있어서 조직몰입이 강한 조직 구성원이 기업의 사

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역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에, 이 연구결과만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참여와 인식의 영향에 의해 구성

원의 조직몰입 정도가 결정된다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의 강화는 조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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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명제이다. 최근 공기업들에게는 설립목적의 수행과 더불어 기

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더욱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어 CSR을 대표적

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공기업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참

가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회공헌활동이 CSR을 실현하는 것 뿐 아

니라 공기업 구성원의 조직몰입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성 있는 변수

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더욱 정교한 설문문항의 개발, 공기업

유형에 따른 연구, 공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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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

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기업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

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 연구”를 진행하

고 있으며, 본 설문은 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

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정보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연구목적에만 이용될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정답 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본 설문은

통계적으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누락되는 항목 없이 평소의 생각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은 최근 3년 동안 공사에서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에 1회

이상 참가하신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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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

치하는 답에 “√ 또는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연평균 몇 회 참가하십니까?

① 0～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2. 귀하가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활동에 1회 참여 시 평균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3시간이하 ② 4시간 ③ 5시간 ④ 6시간 ⑤ 7시간이상

3. 귀하는 공사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연평균 몇

회 참가하십니까?

① 0～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4. 귀하가 공사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사회공헌활동에

1회 참여 시 평균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3시간이하 ② 4시간 ③ 5시간 ④ 6시간 ⑤ 7시간이상

※ 다음은 귀하의 사회공헌활동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질 문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5
나는 사회공헌활동의 내용에 대해 적극

적으로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사회공헌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사회공헌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회공헌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공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늘 관

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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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공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

문입니다.

Ⅱ. 다음은 공사에 대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질 문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정년까지 지금의 직장에서 보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가족애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대해 정서적으로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면 인생의 많은 부

분이 곤란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현 시점에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

유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질 문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9
우리 공사가 지금의 사회공헌활동을 하

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공사의 이미지와 사회공헌활동의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공사와 사회공헌활동은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사회공헌활동과 우리 공사의 사업영역은

연관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공사가 지금의 사회공헌활동을 하

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공사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이유

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공사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

회공헌활동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공사는 인기나 대중적 관심과 무관

하게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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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질 문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

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의미있는 공공봉사는 나에게 매우 중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공공선(公共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에 동

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공공정책을 만들 때에는 미래세대의 이

익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공공조직 구

성원에게 필수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곤궁에 처한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을

주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

운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현 시점에서 직장을 옮긴다면 이 조직에

서 누리고 있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지금의 직장은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현 직장에 남아야 할 아무런 의무감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통해 공익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현 시점에서 직장을 옮기는 것은 조직에

게 미안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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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귀하의 연령은? ① 30세 미만 ② 30대 ③ 40대 ④ 50세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종교는?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5. 귀하의 직급은? ① 2급이상 ② 3급 ③ 4급 ④ 5급이하

6. 귀하의 근속년수는? ① 5년 미만(2010～현재) ② 5～10년(2005～2009)

(입사년도) ③ 11～15년(2000～2004) ④ 16～20년(1995～1999)

⑤ 20년 초과(～1994)

11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를 위해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 자신보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우선

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사회를 위해 개인적인 손실도 기꺼

이 수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비록 내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가

난한 사람들을 돕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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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gulating Effect

of their Public Service Motivation

Acts in Relation to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the

Case of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Yi, Kyung-Ju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public firms are being asked to not just do their own

roles for which they are founded but also realiz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Henceforth, they try to do their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various social contribution programs an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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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also actively join the programs based upon the high level of

their public service motivation.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uch energy-consumi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an worsen

workers’ organizational behaviors if the activities do not gain

agreement from workers or are used as mere methods apart from

their original purpose. In this sense, public firms have to actively

support their worker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ased upon which

they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improving performances such as

strengthen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tc.

With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tried to empirically find what

impact public firm worker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have on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how the regulating effect of their

public service motivation acts in relation to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is study, a survey targeting workers of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KAMCO) was conducted from January to

February 2015 and 342 sheets of it were analyzed and went through

statistical treatment and analysis using a general use statistics

package of SPSS(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 First, to

find out general features of those surveyed, frequency analysis and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were done and through factor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internal consistency,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measuring tools were verified and corelation among variables were

analysed as well.

The following is the outcome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look into relation betwee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hierarchical analysis to analyze the

regul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First, regarding emotional norm commitment among 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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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ments, male workers of KAMCO were higher than female

workers, the higher they are ranked, the higher emotional norm

commitment they had and CSR attitude and CSR awareness among

independent variables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Regarding

calculative commitment, the years for which they work and CSR

attitude among independent variables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Second, regarding participation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uch

as yearly CSR hours and yearly personal service hours among

independent variable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differs from foregoing studies indicating that

participation in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r personal

service activities can have a gr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regarding relation betwee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avorable image for public service(APS)

and sympathy(COM) among constituen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had positive effect. This may show that KAMCO workers’ strong

will and favor to contribute to high level of public good, sympathy

for the socially weaker and interest in tackling social issues result in

strengthening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conjunction with

thei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mplications drawn out from this study to perform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a direction toward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ublic firm workers are as follow.

First, in case of KAMCO workers, an increase in hours joini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individual volunteering service hours

are revealed as not directly bringing about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is regard, review may have to be done over policies encouraging

to increase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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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Since CSR attitude has a significant grip on emotional

commitment and calculative commitment, which are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t’s necessary to induce corporate workers

to aggressively explore/share contents and information of what they

will do in doi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have continued

interest in them.

Third,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got stronger whe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ere perceived as proper and genuine.

Accordingly, it’s necessary that workers should well understand the

basis and actual efficacy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at they

join.

Fourth,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found lower in females and

lower ranked ones than male workers and higher ranked ones, which

requires to plan attentive strategies that will strengthe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female workers and lower ranked ones.

Finally, this study has its meaning in that it analyzed what

influence public firm workers’ motivation for public service would

hav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hen interacting with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n the basis of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ory.

At the same time, this study has its own limit that it may not fit

measurement of public firm worker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ecause it used questionnaires targeting private firm workers, not to

mention that its result can hardly be applied to all public firms.

Besides, due to the possibility of reverse causal relation that some

workers with strong organizational commitment can be also active for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e result of this study finds it

hard to say that degree of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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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ded by their participation in and recognition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is study found out that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is an effective

variable not only realizing CSR but also strengthening public firm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It’s necessary that further

studies on effectiveness of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hould be done.

keywords :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Organizational Commitment,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Regulating Effect

Student Number : 2014-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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