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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마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회가 다원화되고, 글로벌 경제위기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의 필요성과

사회의 요구에 기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민간 기업에 비하여 사회적 책임활동에 뒤늦

게 진입하였지만, 사회공헌 지출규모를 점차 증대시키고 내부 직원의 사

회봉사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등 경영전략적인 차원에서 CSR 활동을 추

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직원의 사회공헌활동과 조직성

과와의 관계, 그리고 CSR 인식과 태도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밝히고

자 하였으며, 그 대상으로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가장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펼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를 선정하였다.

한국공항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글 인터넷 설문을 통하여 회수된

239부의 유효표본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CSR활동의 적합

성과 자발적 참여동기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적 참여동기와 CSR참여도는 조직몰입과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CSR활동의 적합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제적·자발적 참여동기와 CSR참여

도는 조직시민행동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공헌활동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CSR인식과 태도가 조절효

과를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자발적 참여동기는 CSR인식 및 CSR태도와

상호작용하여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CSR인식은 독립변수의 어떤 하위요인과 상호작용하여도 조직

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으며, CSR태도가 CSR적합성과 상호작

용하여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강제적 참여동기와 상호작용하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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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이전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공기업, 특히 한

국공항공사의 CSR과 조직성과의 관계, 그리고 CSR 인식과 태도의 조절

효과의 영향관계를 입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특성과 업종에 적합한 CSR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과 기업의 CSR 활동

간의 적합성이 클수록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는 다른 기업에

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활동보다는 공항공사의 핵심사업 측면에서

적합성이 높은 사회공헌활동에 직원들을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조직 구성원 스스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시키는 것보다, 내부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자연스런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직 구성원들의 CSR 인식과 태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등

이 필요하다. 먼저 자발성에 기초한 사회공헌활동 참여 문화가 필요하며,

그 이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사의 CSR인식과 태도를 높일 수 있는 요

인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기부나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공항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의 목적 및 활동내용과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사회공헌활동, CSR, 한국공항공사, 공기업, 조직몰입, 조직

시민행동

학 번 : 2014-23620



- i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5

제 1 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 ······················· 5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 5

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 11

3. 공기업과 사회공헌활동 ································································ 16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21

1. CSR 활동 적합성 ·········································································· 22

2. 자원봉사 참여동기 ········································································ 25

3. 직원의 CSR활동 참여 ·································································· 28

4. CSR 인식과 태도 ·········································································· 31

5. 조직몰입 ·························································································· 34

6. 조직시민행동 ·················································································· 37

제 3 절 한국공항공사의 사회공헌활동 ··································40

1.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 ································································40

2. 한국공항공사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42

3.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참여 ··························································45

4. 사회공헌활동 참여활성화 제도 ··················································47

제 3 장 연구방법 ································································49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49

1. 연구모형 ·························································································· 49

2. 연구가설 ·························································································· 50



- iv -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52

1. 독립변수 : 공기업 직원의 사회공헌활동 ································· 52

2. 종속변수 : 조직성과 ····································································· 53

3. 조절변수 : CSR인식과 태도 ······················································· 54

제 3 절 조사설계 ··········································································56

1. 자료수집 및 조사표본 ·································································· 56

2. 설문지 구성 ···················································································· 56

3. 자료의 분석방법 ············································································ 59

제 4 장 조사결과 및 분석 ···············································59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9

제 2 절 측정도구의 평가 ···························································61

1.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 61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 67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 68

4.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 73

제 3 절 가설의 검증 ···································································75

1. 독립변수 주효과 검증 ·································································· 75

2. 조절변수 상호작용 효과 검증 ···················································· 79

제 4 절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88

제 5 장 결 론 ······························································91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91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93

1. 연구의 시사점 ················································································ 93

2. 연구의 한계 ···················································································· 95

참고문헌 ········································································ 97

Abstract ········································································ 110



- v -

표 목차

[표 2-1] 사회적 책임의 구성요소 ········································· 7

[표 2-2] 기업 사회공헌활동 세부 분류 ······························· 12

[표 2-3]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사회공헌’지표 ············· 23

[표 2-4] 활동영역 및 내용 ····················································· 29

[표 2-5] 조직몰입의 정의 ······················································· 35

[표 2-6]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활동 중장기 로드맵 ······· 41

[표 2-7] 한국공항공사 주요 사회공헌활동 ························· 44

[표 2-8]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실적 ··········· 47

[표 2-9]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참여 활성화 제도 ··········· 48

[표 3-1] 연구가설 ····································································· 50

[표 3-2] 모집단의 규정 및 조사표본 ··································· 56

[표 3-3] 설문지의 구성 ··························································· 57

[표 4-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60

[표 4-2] 독립변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 62

[표 4-3] 조절변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 64

[표 4-4] 종속변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 66

[표 4-5]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 67

[표 4-6] 성별에 따른 조직성과 ············································· 68

[표 4-7] 직렬에 따른 조직성과 ············································· 69

[표 4-8] 직급에 따른 조직성과 ············································· 70

[표 4-9] 연령에 따른 조직성과 ············································· 71

[표 4-10] 근속년수에 따른 조직성과 ··································· 72

[표 4-11]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 74

[표 4-12]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76

[표 4-13]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78



- vi -

[표 4-14] 조직몰입에 대한 CSR인식의 조절효과 ············· 81

[표 4-15] 조직몰입에 대한 CSR태도의 조절효과 ············· 83

[표 4-16]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CSR인식의 조절효과 ····· 85

[표 4-17]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CSR태도의 조절효과 ····· 87

[표 4-18] 주효과 가설검증 결과 ··········································· 88

[표 4-19] 조직몰입에 대한 조절효과 가설검증 결과 ······· 89

[표 4-20]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조절효과 가설검증 결과 90

그림 목차

[그림 2-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과간의 선순환 ········· 15

[그림 2-2]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 ············· 40

[그림 2-3] 한국공항공사 사회봉사단 조직 ························· 45

[그림 3-1] 연구모형 ······························································· 49

부록 목차

[부록] 설문지 ·············································································105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스마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회가 다원화되고 글로벌 경제위기 등 기

업의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오늘

날 많은 기업들은 과거 ‘자선적 활동’ 개념의 사회공헌활동에서 탈피하여

CSR을 기업의 생존과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이해하고, 비영리조직(NGO, NPO)과의 협력, 전담 기구의 설치, 전문인

력 채용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11월 CSR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이 국

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됨에 따라,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의무 수준 이상으로 국제적인 규범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

회공헌활동에 대한 공중의 인식 역시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요구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광범

위해지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CSR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의 증가로

기업들은 소비자, 지역사회, 시민단체 및 언론 등 외부 이해관계자는 물

론 내부 이해관계자인 조직 구성원과 함께 사회적 책임활동을 펼쳐나가

고, 사회공헌활동 지출액 규모도 매년 늘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4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이하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조

사대상 기업(매출액 상위 500개) 중 응답기업(234개)이 2013년 한해 동

안 지출한 사회공헌 규모는 약 2조 8,115억원이었으며, 이는 기업들의 세

전이익 대비 3.76%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전년 3.37%보다 증가한 수치이

며 201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지출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88.7%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전사차원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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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60% 이상이 직원의 사회봉사참여를 위한 우수자

표창제도 등 봉사활동 촉진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직원

1인당 연간 평균 봉사활동시간은 12시간이며, 응답 기업 10곳 중 6곳 이

상에서 임직원의 평균 50% 이상이 자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직접 참여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들의 연대와 만족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주도형

활동과 함께 내부 임직원의 직접 참여형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민간기업에 비하여 시기가 늦긴 하였으나, 최근 공기업

역시 사회공헌 지출규모를 점차 증가시키고 사업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하

고 있으며 내부 직원의 사회봉사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등 경영전략적 차

원에서 CSR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2011년부터 공기업 경영평

가에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

대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망라하여 조직 구성원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와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적

지원 측면에서 CSR활동의 효과를 규명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

러나 아직까지는 기업 내부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에 대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그나마도 초기연구에서는

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나 외부 마케팅 효과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내부 이해관계자인 조직 구성원의 사회공헌활

동 참여와 조직 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효과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한 효과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공기업은 설립목적상 이미 공공성을 보유하므

로, 공기업의 사업 활동 자체가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최근에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업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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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사회공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조

직 내부효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적봉사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조직 구성

원을 빼고 CSR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임소연과 양윤(2006), Drumwright(1996) 등은 기업이 그 기업의 업종

과 부합되는 분야에 CSR 활동을 하는 경우, 공중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사회공헌 분야에 활용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기업 이미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최근 민간기업에서는

CSR의 성과창출을 위하여 자사와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경영평가에 의해 통제받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특성과 업종에 적합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려고 노력중이고, 다양한

촉진제도를 통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과 CSR 활동간의 적합성이나 조직구성원

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동기 등의 요인이 공기업의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 지의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기업 중에서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특화 사회공헌사업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또한 ‘사회복지, 교육문화, 환경’이라는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전국적인 사회봉사단에 소속되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이웃사

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직접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특히 정부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공기업Ⅰ군중에서 임직원 봉사참여가 가장 활발한

한국공항공사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기업 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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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기업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의 임

직원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CSR 활동

적합성과 CSR 참여동기, 그리고 CSR참여도가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조직구성원들의 CSR인식

과 태도가 사회공헌활동과 조직성과 사이에 조절효과를 미치는 지 알아

보고자 한다. CSR 참여동기는 강제적 참여동기와 자발적 참여동기로 구

분하여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

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한 후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

석을 위해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조절변수

에 대한 척도를 도출한 후, 한국공항공사 임직원을 표본으로 조사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서술한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

구의 검토를 통해 각 변수들의 영향요인과 관계에 대하여 고찰한다. 3장

에서는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한 후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하여 서술한다. 4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보여준다.

. 그동안 공기업 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조직효과를 실증

분석한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사회공헌활동과 내부

임직원의 참여로 인한 조직성과의 측정은 사실상 전무하였는데 본 연구

를 통해 CSR 활동이 창출하는 내부효과를 규명하여 한국공항공사가 지

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나아갈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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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현대 기업은 과거처럼 이윤추구를 위한 경제활동만으로 기업의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에는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건실한 경영으

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곧 사회적 책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업의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지고 환경․소비자 등 사회에 미치는 역기

능이 부각되면서,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달성해야 할 의무에 사회

적 활동이 추가된 것이다(박헌준·이종건 2001). 과거에는 사회적 책임이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의 차원이었다면 현재는 기업과 공공간

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다

(Maignan & Ferrell, 2004, 재인용).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

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필수 의무가 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1950년대부터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으나(Carroll, 1999), 본격적인 개념은 1953년 Bowen의 저서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되는 정

책들과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다”라고 최초로 제시하면

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현대적 논의의 시작점이 되었다(Carroll, 1999 재

인용).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었으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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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관점

에서 제시되고 있다. McGuire(1963)는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에 대

한 경제적․법적 의무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고, Sethi(1975)는 사회적 책

임의 개념을 보다 다차원(Multi-Dimensions)으로 구분하며 이를 사회적

의무, 사회적 책임, 사회적 반응의 3단계로 설명하였다. 이후에

McFarland(1982), Anderson(1986) 등에 여러 학자에 의해 CSR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Carroll(1979)이 제시한 CSR 모델[표 2-1]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현대적인 개념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

으로,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

임, 자선적 책임으로 위계적으로 표현하여 분류하였다(이현우ㆍ김형석,

2003; 노광표ㆍ이명규, 2007, 재인용). 첫 번째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단위인 기업이 재화와 서비

스 생산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법률적 책임

(legal responsibility)은 기업이 법적요구 사항의 구조 내에서 경제적 임

무를 수행하도록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의 두 가지 관점은

기업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관점에 속한다(Matten, Creane & Chapple,

2003). 세 번째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은 법적 규제를 벗어나

지만 기업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행동과 활동들을 수행

할 것을 요구하는 책임이며,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은 기업에게 개별적인 판단이나 선택으로 맡겨져 있는 책

임으로서(Carroll 1999), 사회교육, 문화적 목적 등을 위해서 기업의 자원

을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두 가지, 즉 윤리적․자선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분야이다(Matte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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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사회적 책임의 구성요소

자료 : 노광표ㆍ이명규(2007).

이처럼 Bowen(1953)이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정립

을 시도한 이후, CSR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각각의 연구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용어 역시 책임

경영(Responsible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nability

Management), 윤리경영(Ethical Management),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이렇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통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 뿐만 아니

라 경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변하여 왔다. 많은 학자들 역시 CSR에 대

하여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동의한다(Matten &

구 성 요 소 주 요 내 용

경제적 책임

(Economic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차원으로 기업은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단위로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책임

을 지고 있으며 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사회가 원

하는 것을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법률적 책임

(Legal

Responsibility)

기업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 즉 사회는 기

업이 경제적 임무를 법적인 틀 안에서 수행하기를 요구하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윤리적 책임

(Ethical

Responsibility)

기업운영상의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법으로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기대되는 행동과 활동을

의미

자선적 책임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좋은 기업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임의

적 책임’ 또는 ‘재량적 책임’으로 제시 된 개념이었으나 이후

Carroll(1991)에 의해 자선적 책임은 사회 환경 개선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고유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분야에서도 공

공의 목적을 위한 경영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및 제공의 책임

을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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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2008; Maignan &Ferrell, 2004). 그렇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2000년대부터 사회적 책임활동

의 경제적, 도덕적 목적에 관한 연구가 주가 되어 왔다(Driver, 2006;

Joyner & payne, 2002; Kapelus, 2002; Smith, 2003, Solomon et al.,

2004; Swanson, 1995). 그 후에는 사회적 책임활동의 성과에 대한 연구

(Lorge, 1998; 윤각 등 2003; 이승희 등, 2006; 성현성 등 2010)와 사회적

책임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되어 왔다

(Varadarjan et al, 1998; Menon et al, 2003; Becker-Olsen et al, 2006).

이제 CSR은 단순한 논의 차원에서 벗어나 점차 국제 규범화의 방향

으로 흘러가고 있다. 1990년 이후 UN 등의 국제기구를 주축으로 윤리

라운드가 추진되고 있다(이영찬, 이승석, 2008; 송주현, 2010 재인용). 특

히 2010년 11월에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국제표준인 ISO26000에서 CSR을 “기업의 활동이 경제, 사회, 환경문제

등 사람과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동”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ISO, 2010), 모든 조직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해야 하며, 법을 준수하고 국제행동규

범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SO26000은 기업을 포

함하여 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첫

국제표준이며, 여기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책임은 기업들에 그대로 적용

된다고 할 수 있다(노한균, 2010). 한편 CSR에 대하여 또 다른 국제기구

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이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발

전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업이 법적

책임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함으로

써 사회가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

위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처럼 CSR에 대한 국

제기관들의 정의나 표현은 각기 다르나, 공통적으로 법률적 틀 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넓은 사회적 책임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김헌, 임효창, 홍길표, 박상안, 2008).



- 9 -

외국에 비해 CSR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가 발생한 1990년대 이후 기업투명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윤리경영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대외적으로도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하다

는 인식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CSR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종연(2003)은 CSR을 인간과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해 고려하는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이라 하였고, 박종

민(2004)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창출을 넘어서 사회에 대한 책

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 하였고, 최찬순(2003)은 기업은 이해당사자

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층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이라 정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게 가장 두드러진 변

화는 무조건적인 자선활동에서 탈피하여 비즈니스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제 기업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정체성 제고와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를 구축하는 경영전략으로 채택하

여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관심은 비즈니스의 복잡성과 투명성이

증가하고 기업시민을 강조하는 새로운 요구의 증가, 세계화와 국제화 추

세를 반영하는 것이다(Jamail & Mirshak, 2007). 과거 주주 중심의 기업

경영모델에서 정부, 소비자, 지역사회 등 각층의 이해관계자 모델로 전환

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Carroll & Buchholtz, 2000; 박헌준·이종건, 2001 재인용). 사회공헌활동

은 이제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경영전략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으며 공기업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2) CSR과 이해관계자 이론

CSR을 추진하는 동기에 관해서는 여유자원이론, 규범적 책임론, 이해

관계자이론, 사회정체성 이론 및 이익추구설 등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



- 10 -

시되어 왔다(김동주, 2009). 이들 중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경

영진의 책임을 의미하고, 경영진의 책임은 결국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주주이론(stockholder theory)

과 기업은 사회제도의 일부분으로 기업구성원 또한 시민이므로 기업의

책임은 주주 뿐만 아니라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

을 포괄해야 한다고 보는 이해관계자이론(stakeholder theory)의 대립으

로 압축할 수 있다(정원규 외, 2006). 현재까지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이론에 더 힘을 싣고 있다. 기업은 기

업을 둘러 싼 주주, 직원 채권자, 소비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조직으로 정의되며(고준

2007),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연결되어 CSR 활동을 통해 각자의 이해관

계를 나눈다. 이해관계자이론은 기존의 주주중심이론, 즉 기업은 단지 주

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운영된다는 논리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주주들은 물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과 상호 영향력이 있는 이

해관계자의 대상과 범위를 늘리는 것이 핵심사항이며, 이를 위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Freeman, 1991). 결국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

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에 최근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의 성과가 이해관계자와

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조명을 받고 있다.

Freeman(1991)은 이해관계자를 “조직 목적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정의했다. Freeman은 “이해관계자는

좁은 의미로는 ‘주주, 채권자, 임직원, 고객, 공급업체 등’이며, 넓은 의미

로는 ‘지역사회, 이익집단, 정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Donaldson과

Preston은 “기업이 사회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행위에 영향을 받고, 기업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이론을 주장하였다. 또 Woo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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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1995)는 “이해관계자를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제도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업 반응의 성공 정도를 평

가하는 사람이 이해관계자”라고 주장한다. 또한 Clackson(1995)은 “일차

적 이해관계자 집단은 투자자, 직원, 고객, 공급자, 주주로 구성되며 미디

어와 넓은 범위의 사회적 이익 집단이 이차적 이해관계자로 간주된다”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이해관계자의 정의는 개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내부 이해관계자로서 직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

이다. 특히 CSR이 중요해지고 내부직원의 CSR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는

오늘날에는 내부 직원이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떠오르고 있다. 따

라서 최근에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연구의 흐름은 그 대상이 주주, 고객

에서 내부 직원 등으로 넓혀지고 있다. Sen et al.(2006)는 이해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하여 고용과 소비의 관점에서 기업에게 우호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책임 활동에 진정성

이 있을 경우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하였다.

2.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1)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개념과 유형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경영활동과 관련된 활동 중 기업문화 및 사회

공헌의 확립, 기업의 사회성 증대를 위한 활동을 포함하며, 기업의 이미

지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각종 영리, 비영리 문화 활동을 총칭한 것으

로 정의된다(김해동, 1996).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초기에는 기부 등과

같이 자선적인 행위를 의미하였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란 기업

의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 가운데 가장 핵심적 요소이며, 현금 기부와 현

물지원,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되기도 한다(Cari, 2004;

정진경, 2005 재인용).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이나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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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적한 부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시혜적 내지 의무적 차원에서 단순한

‘기부’행위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부’라는 용어 대신 ‘사회공헌활동’

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1990년 중반부터이다(이송희, 2006). 최근 기

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시혜적, 자선적 차원의 단순 기부활동에서 전략적

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이란 기업이

사회적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장기적

비전이나 전략목표 등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문철수, 2004).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분야별로 다양한 유형으

로 분류하고 있다. 최숙희(2004)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추진하면

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략적 사회공헌, 스폰서십, 공익연계

마케팅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황윤희(2005)는 기업의 사회공헌분야

를 사회봉사, 환경보존, 국제교류, 임직원 자원봉사 등으로 분류하였다.

문철수(2004)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총체적으로 ‘사회발전지원’, ‘사회

와의 교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등을 말한다고 정

의하고 그 활동형태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을 [표 2-2]와 같이 세부적으로

공익활동, 기부협찬 활동, 자원봉사 활동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2-2] 기업 사회공헌활동 세부 분류

구분 세부유형 세부항목

공익

사업

활동

문화예술지원
전통문화재 보존, 문화예술지원,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문화도서 발간 및 보급

체육진흥 사회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체육단체 행사 지원

교육ㆍ학술지원
학교 설립 및 후원,장학금 지원,교육시설 기증 및 지원,

대외연구비 지원,대외 연구 단체 지원, 산학협동

지역사회개발 지역홍보,지역행사 지원,지역 공공시설 건립 및 지원

환경보호

동.식물보호, 소음방지, 자원재활용, 공해 방지,

수질오염 방지,대기오염 방지,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책,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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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문철수(2004), 재구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한 형태에는 자선단체에 직접 행하는 현

금 기부, 기업의 제품, 서비스 등을 전하는 현물 기부, 기업이 지원하는

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선단체에 행하는 기부가 포함된다(Seifert et.

al., 2003). 이렇게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방식 중 최근에는 기업 임직원이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또한 예외는 아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내부 임직원의 직접 참여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은 임직원 자원봉

사활동 참여를 위하여 봉사팀 조직, 봉사처 발굴, 프로그램 개발, 인센티

브 제공방안 등에 대한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정진경,

2005). 기업 사회공헌활동에서 임직원 직접 참여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이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Geroy et. al, 2000). 문형구·박태규(2005)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의 추진 이유로서 ‘사회적 책임’과 함께 ‘직원의

자부심’ 증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회공헌 참여는 이들의 조직

에 대한 자부심 증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홍보와 재무적 성과의 증진

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른 형

태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은 임직원들이 기부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기부

협찬

활동

기부금ㆍ성금 현금 기부,제품 기부,설비기기 기부

프로그램지원 컴퓨터 교육프로그램,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공공요금 지원

자선구호 불우이웃돕기, 헌혈, 장기기증, 재해구호, 난민구호

자원

봉사

활동

사회봉사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사회복지시설,의료 활동,

재가방문(독거노인,장애인)

전문서비스 의료.보건. 재활서비스 제공, 직업관련 기술제공

위원ㆍ자문 지역사회단체 자문의원,지역발전모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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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는데 이 경우 급여공제 제도를 설정하여 특정한 금액이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정된 비영리 조직에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영리 조직

에 임직원이 기부를 하면 기업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제

도도 있다(전경련, 2004).

2) 사회공헌 활동 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업

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성구,

2006; 삼성경제연구소, 2007). 또한 상당수의 연구들에서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마케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one,Miyazaki

& Taylor, 2000; 한은경·류은아,2003; 윤각·서상희, 2003). 소비자는 윤리

적인 기업의 제품에 대해 비싼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Creyer&

Ross,1997),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나 구매 의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Brown& Dacin,1997; 윤각,서상

희,2003).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연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기업에 대한 평가가 그 기업의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평가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Brown & Dacin,1997).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DePaul대학의

조사결과(2001)는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의 시가총액

은 여타 기업보다 2.5～3배 높았으며 다국적 제약업체 Baxter(1991)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 및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강화해 1천만 달러의 운영

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용보증기금, 2007재인용). 삼성경제연

구소의 보고서(2007)도 사회적 책임은 조직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시장가치 경쟁력을 제

고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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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면서 신규 고객 창출 및 기존 고객의 유지, 시장점

유율 확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적 책임활동

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영

재, 2010). 삼성경제연구소(2007)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기

업 이미지의 형성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시장가치 경쟁력을 제고시키

며, 사회적 책임과 조직성과 사이는 선순환 고리의 관계임을 보고하였다

[그림 2-1]

[그림 2-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과간의 선순환

경제적

책임

비경제적

책임

경제적

책임
재무성과

사회적책임

활동

시장가치

경쟁력

기업이미지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7)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에 대한 그동안 연구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에 관한 것이었으나, 최근 이해관계자 관점으로 종사자, 투자자, 구직희

망자 등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에게 미치는 내부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내부효과 측정변인들에 대해 문헌연구를 살

펴보면, 경영학 관련 연구에서 인적자원 측면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과변

인인 직무만족과 일체감을 조직성과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최복수,

이상경,2008). 지성구(2006)는 서비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임직원

의 조직신뢰와 서비스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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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순(201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종업원의 인식과 태도를 통

해 행동을 유발하는 내부마케팅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실증적 단서를

제시했다. Brammer, Millington과 Rayton(2007), Peterson(2004)은 기업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면 기업명

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종사자들의 자아존중감 및 조직에 대한 동일시

가 증가하여 조직몰입과 같은 바람직한 내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

시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종업원의 몰입, 종업원의 동기

부여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실증연구들이 있다

(Magignan & Ferrell,2001; Epstein & Roy,2001; Hansen,2004; Stifung,

2005). 또한 사회공헌활동이 외부고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기업

에 대한 충성도를 증가시킨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고객인 종사자들도

외부고객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조직체계에 의해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

로 인식되지 않는 자율 재량적 행동으로 조직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촉진

하는 행위인 조직시민행동을 자율적으로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의 연구 중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조직의 사회

적 책임활동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

구하고자 한다.

3. 공기업과 사회공헌활동

1) 공기업의 특성

공기업의 개념은 실정법상의 규정이 아니라 학문상 발달한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학·경영학·법률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학자

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 지배하는 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지닌 혼합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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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organization)로서 Dahl과 Lindblom(1953)은 소유권(ownership)

을 중심으로 정부소유와 기업소유의 양극단으로 나누고서 공공기관은 혼

합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공기업의 주요한 목

표는 공공성과 기업성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김준기, 1999), 많은 학

자들이 공기업이 가지는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서로 영

향을 미치며 작용하는 보완적 개념임을 보이고 있다(이상철, 1998; 유훈,

2005). 공기업은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시장실패가 보편화되고 가격기구

의 조정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공기업의

역할과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윤성식, 1999; 전원우 2006). 자연독점

이나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

스 제공 및 민간이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 민간자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SOC 분

야의 개발을 위해서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이에 공기업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반면, 동시에 정부, 국민,

언론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 등 사기업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로부

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법인체로서 수익보다는 공익에 우선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을 시작하면서 발전소, 도로, 항만, 공항 등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건설. 관리를 우선적으로

공기업이 담당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셋째, 공익사

업 중 독점적 지위에 있던 담배, 통신, 철강 분야 등을 공기업에 운영시

킴으로서 민간기업의 독과점 억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넷째, 상․하수

도, 토지개발, 서민주택 사업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의 공공수요 충족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공기업은

대부분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공성에 대해서 유훈(2000)은 ‘국가

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사회

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공기업의 공공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기업

의 공공성은 이윤추구라는 목표 외에 소유, 주체, 목적, 서비스,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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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할 때 존

립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즉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기업 경영에 국민의 주체적인 자각을 포함시

키고, 국민주체의 실질적인 공공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혜영, 2008).

그러나 공기업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동시에 기업성도 추구해야

한다. 공기역 역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

직이지만, 민간기업과 다른 점은 공기업의 기업성은 공공성과 조화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보

완적 개념이다. 공기업은 이윤추구라는 기업성과 함께 공공성이라는 본

질적인 핵심활동을 더불어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공공성 추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은 민간기업보다 더 확연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공기업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사회와 국가의 것이며, 따라서 공

익적인 차원에서 유지되고 성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공기업이 지속가능하지 못할 때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손실이 매우 크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기업은 그 자체로서 유지되고 존속됨으로서 안

정적인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일차적인 사회적 책임을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지닌 공기업의 사회

적 책임은 정부기관과 동일한 차원의 공익성과 민간기업과 같은 수익성

을 동시 요구받기도 한다. 공기업과 같은 공공부문에서도 조직의 전략적

관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재무적 성과 이상으로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Sangle, 2009). 최근 민간기업

위주로 진행되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 공기업들이 적극 뛰어들며

다양하고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기업의 CSR활동은 크

게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과 사회복지 또는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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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봉사하는 일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익 사회공헌활동은 한

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지원, 한국수자원공사의 상하수도 요금감면, 토지

주택공사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 등이 있다. 이들 활동은 비록 법령에 의

한 활동이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100% 충족하지는 못하

고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제공은 공기업의 대표적 CSR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 공헌활동, 환경보존

활동, 불우이웃 돕기 활동 등 일반 기업의 활동과 유사하다.

공기업이 CSR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는 매우 다양하지만 분명한 한가

지 사실은 최근 들어 공기업들이 CSR 활동을 조직의 경영전략적인 차

원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UN Global

Compact 등 국제기구에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민간단체 등

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

하는 국제적 흐름은 2007년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하고, 정부 장관회의를 통해

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UN GC, 2007).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

시에 지닌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

(Quango)은 정부기관과 같이 더 엄격하게 공적 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을 수행해야 한다(Barberis, 1998; Behn, 2001; Boven,

2007; 라영재, 2009). 특히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으로 공기업, 준정

부기관 등은 민간 기업에서처럼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욱 엄격한 공적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은

그들이 보유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기술을 지역사회에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공기업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상호 공생적인 관계이

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 둘째, 공

기업의 생존과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필수적이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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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비효율로 국민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심한 경우 존립자체

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특히 독과점과 특혜성 정책 등 한국 공기업의

발달과정에서 공기업이 일부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

적 책임 이행은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공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공기업 이미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공기업 사회공헌활동은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자

긍심을 높이고 단결력 및 소속감 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임직원

의 봉사활동 참여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유대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임직원 간 결속력 강화, 조직에

대한 자긍심 향상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은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로서 기업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 참여시 개인

적인 동기와 함께 자사의 CSR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고,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까지도 거둘 수 있다고 지적된바 있다(Gilder et

al. 2005; Raman and Zboja 2006). 실증연구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기업의 신뢰도가 확보되었으

며 조직구성원들의 자긍심과 함께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충성심이 향상

되었다(조선아, 2009 재인용).

지난 2004년부터 공기업 경영혁신 과제 및 정부경영평가 지표가 반영

되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자발적이

든 타의적이든 공기업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미지를 제고시켜야한

다(전원우, 2007). 즉,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회발전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공헌활동을 자

발적이고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삼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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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사회공헌활

동이 기업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지만, 연구성과는 매우 적은 형편이다(Blowfield, 2007). 특히, 1950

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외국에 비해 우리나

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

기 시작하였으며, 그나마도 기업사회공헌활동의 성과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재무적 성과와 소비자 성과에 치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김지

혜․김인희․조상미, 2010). 그러나 외국에서 진행된 최근의 연구들에서

는 내부 이해관계자인 기업구성원들에게 관심을 두어 CSR이 이들의 태

도와 행위와 같은 인적자원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가 진행 되었다(Lin et al., 2010; Brammer et al., 2007; Rupp et al,,

2006; Peterson, 2004).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CSR활동은 구성원들에게

정서적으로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 몰입을 높이고, 조직시민행동에도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기업사회공헌활동

은 직원들에게 본인이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줌으로

써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직원은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기 때

문에, 직원들의 삶의 질 자체가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어떠한

요인들이 삶의 질을 높일수 있을 것인지를 찾고, 조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김지혜,2011). 다시

말하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조직 내부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고 이는 결국 직원들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CSR 활동에 있어서 내부

이해관계자인 조직 구성원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전후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제산업발전을 급격하게 이루어낸 우

리나라 기업들에서도 최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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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동을 기초로, 사회·환경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경영가능체제

를 수립하고 지역에 대한 자선활동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CSR 활동 적합성

CSR 활동에서 적합성이란 기업과 사회공헌활동 간 또는 개인과 사회

공헌활동 간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인식하는 지각된 적합성을 의미한

다(Gupta & Pirsch, 2006). 적합성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사회공헌활

동 영역을 보다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사회공헌활

동의 적합성이 높은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이미지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 현재

까지 개인과 CSR 활동 간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은 대부분 주

로 소비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김형석(1999)과 조형

오(2000)는 기업의 대표상품의 특성과 관련이 높은 공익활동을 후원하는

경우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형성되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 투자자를

비롯한 외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기업의 CSR 활동이

자신의 함유한 사회적 자아의 경험들이나 중요성을 고양시킨다고 인식할

때 자신과 조직의 CSR 활동 간의 적합성을 느낄 수 있다. Bhattacharya

et al.(2009)은 직원들이 생각하는 CSR 활동의 효과성이 클수록 자사의

CSR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인 CSR 연상을 수립할 가능성

이 크다고 밝혔다. Sen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

계자는 CSR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고용과 소비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태도를 우호적으로 취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CSR 활동이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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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한층 강화된다고 설명하였다.

개인과 CSR 활동 간의 적합성 이상으로 기업과 CSR 활동 간의 적합

성 역시 CSR 성과 창출을 위해 중요한 변인이다. 사회공헌활동은 특이

하게 기업의 전략적 경영상의 목적, 지속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목

적과 함께 조직과 내부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김지혜, 2012). 임소연과 양윤(2006), Drumwright(

1996) 등은 기업이 그 기업의 업종과 부합되는 분야에 사회적 책임 활동

을 하는 경우, 공중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사회 공헌 분야

에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이유리(2013)의 연구에서는 기업과 CSR활동

간 적합성과 직원과 CSR활동 간 적합성은 모두 CSR 진정성과 CSR 공

익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 및 직

원 특성과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은 직원의 참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직원의 CSR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신

뢰를 높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유리, 2013). 김해룡과 이형탁(2010)

은 기업특성과 CSR활동간의 적합성, 개인의 특성과 CSR활동간의 적합

성이 직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기업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발생시킬 경우

직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CSR 연

구에 있어서 적합성이 주요 논제로 다루어지는 이유는 기업의 핵심사업 측

면에서 기업의 업종이나 제품과의 적합성은 논리적인 연관성을 쉽게 유추

할 수 있기 때문이며(Barone et al. 2007; Berger et al. 2006; Lafferty et

al. 2004; Varadarajan and Menon 1988), 이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적합성

의 상관관계를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2-3]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사회공헌’지표

평가지표 사회 공헌

지표정의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중소협력기업(기관)과 공정한 협력관계 설정

및 실천,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 등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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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공공기관 정부경영실적평가 편람(2013)

특히 공기업의 경우 [표 2-3]과 같이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 정부

경영평가에 ‘사회공헌(가중치 2점)’가 신규 삽입되어, 기관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에 부합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정부에서 평가하고 있다. 단순한

나눔활동이 아닌 기관의 특성과 고유업무에 맞는, 기관의 CSR 활동 간

적합성이 높은 사회공헌활동을 요구받고 있어 각 공기업들은 저마다 기

관과 적합성이 매우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조직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도 기관과 적합

성이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조직성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권상봉(2013)은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개인적인 가

치의 관점보다는 조직과 사회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이에 따른 목적성도

전략적 차원으로 해석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기

업의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내부 이해관계자의 긍정적 반

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개인 적합성보다 조직 적합성과 사회 적합성이

높은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SR 활동의 적합성을 개인과

조직의 CSR 간의 적합성보다는 조직과 CSR 간의 적합성으로 설정하고,

CSR 활동의 적합성이 내부 이해관계자들, 즉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직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② 중소협력기업(기관), 업무유관 단체 등과의 공정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상생문화 조성,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 출연, 금융 및

역량강화 지원

- 공정거래의 확립, 공동 연구개발, 시장 공동진출 등

③ 기관의 설립목적과 업무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및 사회적 신뢰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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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 참여동기

기업 사회공헌활동에서 임직원 참여와 조직성과 규명과 관련해 또 하

나의 중요한 요인은 참여 동기이다. 조직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인적자원의 동기수준은 조직의 보이

지 않는 경쟁요인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

문에 동기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Woofok(1995)는 동기

를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유지시키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동기란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도록 지시하고 격려

함으로써 행동을 촉진시키도록 자극하고 고무하는 내적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Clary, Snyder & Stukas, 1996). 장묘욱(1991)은 개인의 동기는 자

원봉사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어떠

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욕구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개인의 동기 혹은 욕구파악은 행동에서 얻게 되는 만족감을 높이

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김소영, 2000). 이런 이유로 자원봉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행동하게 되는 원

인인 동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조직의 유지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장묘욱, 1992), 특히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통해서 동기

는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기업사회공헌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기업 종

사자가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의 모든 국면에 동기 또는 목적 요인들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개념을 토대로 동기에 대한 선행연구

는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근원은 무엇이며, 선택한 활동에 참여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선택된 활동을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의 세 가지에 관점을 두었다.(김진호, 2005).

Deci(1975)는 행동 유발 근원에 대해 활동 그 자체에서 유발되는 흥미,

즐거움, 만족 때문이냐,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외적 보상 때문이냐에

따라 동기를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동기란 스스로 내부 요인에 의해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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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성화된 동기를, 그리고 외재적 동기란 외부 요인에 의해 비자

발적으로 활성화된 동기를 의미한다. Amabile et al.(1994)에 의하면, 내

재적 동기를 지닌 사람들은 자기 결정감, 호기심, 과업에 대한 몰입, 그

리고 즐거움과 흥미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반면, 외재적 동기를 지닌

사람들은 경쟁, 평가, 인정 그리고 타인의 통제 및 제약 등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에 관한 또 다른 선행연구로 관광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봉사

참여 동기를 연구한 황윤정(2001)은 참여동기를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관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

사자들은 이타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inniford, Carpenter와

Grider(1997)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성격과 동기에 대한 문헌연구에서

자원봉사자의 동기를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적 동기로 구분하고 이기주의

적 동기는 봉사자 자신을 위한 동기로 정의한 반면, 이타주의적 동기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복

지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에 관하여 연구한 조휘일(1991)은 동

기를 다음의 7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자원봉사자에게 가장 영향

을 미치는 욕구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단순한 하루 일과에서 벗어나

특별한 일을 하려는 경험의 욕구, 둘째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무감

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등의 사회적 책임감의 수행, 셋째는, 고독을

피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사회적 접촉에 대한 욕구, 넷째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반응, 다섯째는 칭찬, 존경 그리고 감사를 받

고 싶다는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 여섯째는 장차 받게 될 보상에 대

한 기대로 언젠가 자신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모르기 때문

에 미리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이 이에 속하며, 마지막이 성취의 욕

구로. 과업을 실행할 능력을 점검하거나 자신의 창의성을 확인하고자 봉

사 활동을 하는 사례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의 동기관련

이론은 매우 다양하고 대조적이어서 일반적인 지지를 받는 하나의 개념

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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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자원봉사활동에서는 자발성에 기초한 내재적인 참여 동기를 중요

시한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는 급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자유 의지를

토대로 봉사조직에 참가하여 자신이 보유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기 때문이다. 이처럼 순수하게 자발성에 기초하여 스스로 내면적 필요성

에 의해 유발된 동기를 내재적인 동기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자원봉사활

동 참여에 있어 기관 주도의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경우에는 내재

적인 동기와 함께 조직차원에서의 외부적 필요성이 부여되면서 일부 비

자발적 요구가 내포된 외재적인 동기가 나타난다. 자원봉사 참여 행동에

있어서 동기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제히하

는 선행 연구들에서,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에 따라서 조직 차

원에서 성과에 차이가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연구

자들은 동기(motive)는 충족을 위한 내재적인 욕구로, 특히 내재적 동기

의 중요성을 주장한다(고동우, 2002; Papacharissi & Rubin, 2000). 양성

욱(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회사와 관련된 강제적인 동기는

오히려 사회공헌활동을 저해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동기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회의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에 대해 연

구한 최정자 & 이선희(2007)는 국제회의 자원봉사자의 관여도는 내재적

동기요인과 영향관계가 있고, 이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내재적 동기

와 영향관계가 있으므로 자원봉사자로서의 운영요원들에게 중요한 내재

적 동기가 유발되도록 자원봉사자들의 폭넓은 욕구와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삼희(2009)의 연구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의 당

위성에 대한 인식을 강요하기보다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참여 및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기업이라는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구성원의 기부나 자

원봉사활동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는 시사점을 제시한다(양성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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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의 입지나, 국

가와 지역사회에 한 부분으로써의 역할로 여러 면에서 함께 자리를 구축

하며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사회공헌

활동은 여전히 인적 봉사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회봉사에 참

여하는 종사자들의 가친관과 사회공헌활동이 조화되지 않을 때 사회공헌

활동은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공헌활동 참여

는 일방적인 강요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 졌을 때 활성화 할 수 있다(조윤정, 2009, 권태우, 2011). 이러한

선행연구 개념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동기에 따라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

명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3. 직원의 CSR활동 참여

자원봉사(Volunteerism)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서 봉사에 대한 보수나 급부를 바라지 않고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발적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치료하고 예방하고 발전하는 데 공헌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송정부, 1997).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 실질적 행위

주체이지만,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기

관, 사회복지단체, 사회운동단체, 종교단체, 학교, 그리고 기업까지 다양

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주관자 또는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박경숙, 김

정우, 1997). 기업은 전통적으로 현물, 현금과 같은 물질적인 기부를 중

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지역사회와의 직접적인 교류 및

봉사에 참여하는 조직 구성원의 단합 등을 위해 최근 들어 조직 구성원

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하고, 기업 자원봉사활동(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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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nteerism)이 활성화되고 있다(Murphy, 1995).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에는 직접기부 활동과 기업재단을 통한 활동, 그리고 공동모금회를 통한

일반적 기부활동 형태가 있는데 기업의 내부 구성원의 자원봉사 활동으

로는 위에 열거한 내용 중에서 기부에 해당하는 서비스 형태의 기부로

이루어진다. 기업 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 영역 및 내용은 크게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활동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는 [표 2-4]와

같다. 조직 구성원의 자원봉사 참여배경을 개인적 특성과 회사요인 및

기관요인에 따라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으로는 사회적 책임감 표현욕구,

경험추구 욕구와 타인의 기대부응 욕구 때문에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사 요인으로는 회사의 지원이 많고 사무국 담당자와의

관계가 좋고 상사의 배려와 지지가 많을수록 , 그리고 기관요인으로는

기관의 보상이 많을수록, 기관 관리자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많은 내부

구성원이 사회공헌활동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상미, 1996).

[표 2-4] 활동영역 및 내용

활동영역 내 용

노력봉사
대인봉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병원봉사,

일손돕기, 소년소녀가장 방문, 재가방문

전문적 서비스 제공 의료 및 재활서비스, 직업관련 기술제공

지도활동 교통, 학습, 청소년, 기능/기술 지도

캠페인 활동 각종 캠페인

자선, 구호활동
불우이웃돕기, 헌혈, 골수기증, 재해구호, 국제협력,

난민구호

환경. 시설 보존 활동 청소, 문화재 보호, 동식물 보호

지역사회 개발 활동 지역사회 가꾸기, 지역홍보, 지역행사 지원

위원, 자문활동 지역사회 단체 이사 및 자문위원 지역발전 모임의 임원

* 자료 : 김민정(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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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조직 내부 구성원의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

들은 주로 자원봉사 활동을 개인의 활동영역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주로

개인의 인성적 측면에서 연구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연구들은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은 개인적 차원에서 인격적 성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Conrad & Hedin,

1982). 그러나 최근에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

는 빈도와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구성원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에 대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

다.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의 활동은 공식적인 업무수행과 같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기대되는 규정된 행동과 공식적 업무 이외에 요구되는 규정

외 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남중헌, 2004). 규정 외 행동은 구성원 각

개인의 자유재량 하에 있고, 공식적 보상체계에 의해 보상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발적인 협력행

동이다(Orang, 1988; 김광근 외, 2006 재인용). 이러한 자발적 협력 행동

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Raman & Zboja, 2006),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에의 참여는 조직이나 기업의 구성원인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수행되는 자발적인 친사회적 행동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친사회적 행동은 조직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조직몰입 등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김광근 외 2006, 남중헌, 2004),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또는 조직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조직몰입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조직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Raman & Zboja, 2006; 김우식,

1999; 김홍미, 2002). 또한 Gilder et al.(2005), Larson(2001), Maignan et

al.(1999)는 내부 구성원의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경험

이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조직 몰입도를 향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

성하는 성과를 이끌어낸다고 주장하였으며, 김석과 전상경(2013)의 연구

에서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직원의 참여도, 인지도, 공감도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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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그리고 직원들이 기업사회공헌의 가치를 신뢰할수록 회사에 대한

애사심, 자부심, 만족도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업의 사회공

헌활동에 부정적인 직원은 조직에 대한 애사심, 자긍심,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사회공헌과 조직몰입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는 일반적인 요

인만으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일부로써 이루어지는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Raman & Zboja,

2006). Raman과 Zboja(2006)는 직장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부활

동 참여의 이유가 불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전의 연구들에서 나

타난 모든 개인적인 유형의 동기들은 기업의 임직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

이다” 라고 하면서, 기업의 특징적인 조직몰입과 같은 임직원의 태도가

친사회적 행동으로써 직장에서의 기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 내부구성원의 CSR활동은 조직의 활동

을 개인과 합치시킬 수 있는 수준, 다시말해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을수

록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업 내부구성원의 기업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조

직몰입이나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조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

하고 인적 봉사활동이 주를 이루는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전략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4. CSR 인식과 태도

선행연구에 의하면 CSR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순수성,

지속성, 적합성을 들고 있다(윤각․조재수,2007). Becker-Olsen et

al.(2005)도 CSR의 동기가 순수하다고 인식되는 경우에만 CSR효과가 있

다고 했다. 순수성이 없다면 사회공헌활동의 동기를 잘 아는 내부 구성

원에게는 CSR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선호,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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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등 의미분별 척도인 태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선

행연구에 의하면, 기업 내부직원의 CSR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직무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이 내부직원들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윤대혁(2011)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직무

태도의 세 가지 측정변수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지의도에 모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각과 류지영(2011)은 사회공헌활

동에 대한 직원의 인식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기업명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명성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궁극적으로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김재은과 신철호(2011)는

사회적 책임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이 조직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한동우 외(2003)는 자신이 속한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직장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과 조직만족의 긍정적

관계에 대해 논하였다. 이수정(2010)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직원의

정당성 인식을 매개로 하여 이들의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밝혀냈다. Peterson(2004)도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인

식하는 종업원일수록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긍정적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윤각과 류지영(2011)의 연구에서

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높은 직원들은 좋은 기업에 다니

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인해 조직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며, 궁극적으로

직무만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기

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직원의 인식과 태도는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

동 등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

(2012)는 이는 기업 사회공헌활동 참여에 있어 봉사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의 동기, 자발적 참여여부, 봉사의 만족도 등에 따라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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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기부와 봉사참여 등 직원의 사회공헌 참

여활동이 증가하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 등의 종업원 효과가 직접

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으며, 사회공헌 인식과 태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몇몇 연구들에서는 직원의 기업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직원의 조

직몰입이나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공헌활

동 참여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태도를 높여

서 궁극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Larson,

2001; Peterson, 2004; 노연희, 2010). Raman과 Zboja(2006)도 직원의 기

부가 종업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직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노연희(2010)의 연구에서는 직원

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직원의 평가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최찬순(2011)은

CSR활동의 내부효과를 다룬 실증연구에서 CSR활동은 인식과 태도를

유발하고, 태도는 조직에서 요구되는 자발적 행동(조직시민행동)을 유발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조한숙(2013)은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자

아성취감이 높으며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인식이 높은 직원이 사회공헌활

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느끼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이경희(2009), 박혜원과 한주희(2011), 노태균과 유태용(2013) 등 많은 실

증연구를 통해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있다는 것을 밝혀졌다.

김지혜(2011)는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왜 필요하며, 조직과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기

여들을 하는지를 직원들에게 이해시킴으로써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직원

의 인식과 태도를 높이는 것이 내부이해관계자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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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조직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CSR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 사이에 어떤 조절효과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내고 그 결

과에 따라 CSR 인식과 태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모색할 예정

이다.

5. 조직몰입

최근 조직행동 학자와 경영자들의 조직 목표라 할 수 있는 성과향상과

조직 구성원의 유지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서 조직몰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Steers, 1977; 손태원, 2011 재인용). 조직몰입은 일반적으

로 조직에 대한 단순한 충성심과 유사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로는 전혀 다르다. 조직몰입은 일종의 태도로 조직전체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반영하는 심리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손태원, 2011). 조직행동

연구자들은 직무에 대한 몰입이 높은 직원들은 보다 생산적이고, 만족도

가 높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등 조직몰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시키며

조직몰입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Fierris &

Aranya(1983)는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에 남아서 기꺼이 노력하고 조

직을 동일시하고 조직에 몰입하는 상대적 정도라고 하였으며, 박노신 외

(2009)는 내부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동일시하며 조직이 추구하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자신이 속한 조직에 더 관

여하려는 의향이라 하였다. Shedon(1971)은 조직몰입을 내부고객이 조직

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라고 정의하였고, Mowday 외(1982)는

조직과 개인 간의 동일시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조

직몰입 개념의 다양한 정의를 [표 2-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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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조직몰입의 정의

학자(연도) 조직몰입의 정의

Becker(1960)
기존부터 축적된 사이드 벳(side bet)에 의해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메카니즘

Grusky(1966) 조직구성원이 전체 시스템과 맺는 관계의 성격

Wiwnwe(1982)
조직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내면화된

규범적 압력의 총체

Kanter(1968) 조직에 대해 충성심과 열의를 제공하려는 조직구성원들의 의지

Sheldon(1972)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을 조직과 연계시키는 조직 지향적 태도

HrebiniK(1972)
시간이 경과하면서 축적된 사이드 벳(side bet)에 대한 개인과

조직의 거래 결과로 나타난 구조적 현상

Buchanan(1974)
조직목표나 가치,그와 관련된 개인의 역할,또는 조직 그 자체

에 대한 감정적 애착(effective attachment)

Porteretal.(1974) 개인의 특정 조직에 대해 가지는 동일시(identification)의 정도

* 출처 : 손태원(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직몰입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조직몰입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성

구, 2006; 조경훈, 2007; 이경희, 2009; 김영곤, 2010). 이종건(2000)은 윤

리풍토와 기업의 몰입관계가 기업구성원들의 배경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

지만, 전체적으로 윤리풍토에 대한 인지는 기업몰입의 수준에 영향을 준

다고 하였고, 최장명과 김성수(2005)는 기업의 윤리경영 운영과 조직구

성원의 조직몰입과의 관련성 연구에서 기업의 윤리경영은 조직구성원의

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순원, 김소영. 이효선(2009)은

노동과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종업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킨

다고 하였으며, 백창열. 임기홍. 방기천. 임욱빈(2009)은 금융컨설팅 기업

종사자의 사회공헌활동은 종업원의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에 긍정적 영향

을 주는 걸로 나타났다. Maignan과 Ferrell(200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4가지 차원이 종업원의 몰입, 고객충성도, ROI, ROA, 수익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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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조사하는데,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ROI,

ROA, 수익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자선적 활동이 종업

원의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K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에 대한 강석완(2006)의 연구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종업원의 조직신뢰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기업호감과 기업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의 사회문제참여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명

성을 높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문제 공헌은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동일시 이론의 개념의 틀에서 조

직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활동 인식은 조직에 대

한 정서적인 애착을 증가시키고(Carmeli, 2005), 이들의 태도와 행위에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직원참여와 관련

한 또 다른 연구들은 직원의 직접적인 참여경험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

또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의 향상 등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성

과를 이끌어낸다고 지적한다(최차구, 1998; Gilder, et. al., 2005;

Maignan, et. al., 1999). 조직몰입은 직무태도의 하나로 조직성과를 나타

내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내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행동 참여에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최차구(1998)는 기업의 내부직원들

의 사회봉사활동을 분석한 연구에서 직원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이들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조직몰입 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그러나 직원들이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 활동을 기업

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게 되며, 그 결과 기업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에의 직원 참여는 직접적으로 조직몰입의 정도를 강화하기

보다는 이러한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인지나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몰입이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간접적

인 과정을 암묵적으로 전제로 하는 것이다. Gilder, et. al.(2005)의 실증

분석에서도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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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만, 자원봉사참여와 조직몰입간의 관계는 유의미

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

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해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기업 내에서 기부 또는 자원봉사

참여 등과 같은 구성원 각자의 사회 친화적인 행동이 조직몰입 등 직원

의 직무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 애착을 가지는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6.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OCB)은 Katz

(1964)의 솔선 및 자발적 행동을 근간으로 Bateman & Organ(1983),

Smith, Organ, & Near(1983)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개념이다.

Organ(1988)은 조직시민행동은 주어진 역할 외의 행동으로 공식적인 조

직 시스템 안에서 인정이나 보상을 받는 건 아니지만 조직의 기능을 전

반적으로 효율이 높게 만드는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Organ(1988)은 조직시민행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시민행동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율 재량적인 행동을 말

한다. 둘째,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 안에서 공식적인 인

정이나 보상 등 댓가를 바라지 않는다. 셋째, 조직시민행동은 궁극적으로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직원 각각의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구성원간

의 결속, 협조 등의 간접효과를 통해 전체 조직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다수 선행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관한 연구(Organ, 1988; 1990; Organ & Ryan, 1995;



- 38 -

Organ, Podsakoff, MacKenzie & Scott, 2006; 오세윤·정환채, 2006)가 일

반적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시민행동은 인지적 요인에 의해 큰 영

향을 받는데 직무태도나 과업변수, 리더행위변수 등이 직원의 조직시민

행동의 중요한 요인이다(이수정, 2010). 이를 통해 조직의 사회적 책임활

동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올바르게 인식된다면 이는 직원의 조직시민행동

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CSR이 외부 이해관계

들에게 호의적인 인식을 주고, 이는 그 기업에 대한 고객충성도를 향상

시키는 것과 유사하게(Marin, Ruiz & Rubio, 2009), 내부 직원들도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에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조직시민행동이 뒤따

를 수 있을 유추해 볼 수 있다(한주희, 이종건 2009). 이와 관련해 일부

선행연구들은 CSR 활동에 대한 정당성 인지가 종업원들의 조직시민행

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Peterson 2004; 이수정

2010). 실제로 사회적 책임활동에 참여하는 종업원들은 그렇지 않은 종

업원들에 비하여 조직시민행동의 성향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이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승범, 2008). 박상하(2009)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 유사한 개념인 윤리경영과 조직시민

행동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주희·이동건(2009)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이 인지하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활동이 보험설계사의 조직신뢰와 조직시민행동의 성실행동, 이타

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수·박경연·서원석·

권용주(2011)의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을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으로 구분하

여 호텔의 윤리경영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호텔의 조직문화가 윤리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종업

원의 윤리의식과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은 이전보다 조직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조직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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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직원들은 이러한 조직의 윤리적·사회적 가치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행동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직의 사회적 책

임활동이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보

여주며, 이러한 연구에 근거 할 경우 조직 구성원의 자원봉사 참여 경험

은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높일

것이고, 이를 토대로 조직내에서 자발적인 시민행동을 향상시키는데 기

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Graham(1991)과 Schnake(1991)는 조

직시민행동의 개념과 하위차원 규명할 때 사회ㆍ문화적 요인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조

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국 연구들에서 규명된 개념들을 번역

하여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최근 들어, 최창회(1994)와 이희자(1998)

등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 외국과의 사회ㆍ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한국형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 미국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정의된 조직시민행동의 하위개념들을 사

회ㆍ문화적인 차원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최창회, 199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자율재량적이고 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조직시민행동이 기업 사회공헌활

동의 내부 구성원 참여와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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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공항공사의 사회공헌활동

1.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

한국공항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

이 되기 위하여 2006년 사회공헌봉사단을 발족하고, 2010년에는 사회공

헌팀을 정규직제로 신설하여 사회복지․교육문화․환경 등 3대 핵심분야

를 중심으로 소외계층과 저소득 가정 및 농어촌 지역 등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필요한 대상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으며,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환경자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림2-2]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

자료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www.air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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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소수계층으로 떠오른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정을 지원

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모국방문 후원사업’을 시작으로 집중적으로 다

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이후 다문화가정 생애주기에 따

른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여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공항공사의 특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많은 호

응을 얻고 있다. 공사는 효과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공

헌팀을 중심으로 25개 사회 봉사단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특화 사회공헌

분야인 다문화가정 지원분야 및 공사의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타 공공기

관에 비해 직원의 사회공헌 참여율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공항공사는 [그림 2-2]와 같이「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한 사회적 책

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민기업 실현」이라는 사회공헌 비전아래 사회공헌

경영이념과 실천 전략을 구축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진정성을 갖고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

기 위하여 사회공헌 중장기 로드맵[표 2-6]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다.

[표 2-6]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활동 중장기 로드맵

구분 전략체계 재구축기 공공기관 선도모델기
사회적책임

World Leader기

기간 ~ 2013 2014 ~ 2017 2018 ~ 2020

미션
고유사업위주의

공항운영 기업

신성장 확대를 통한

공항비즈니스 기업
World-class 공항기업

경

영

계

획

경영

목표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성장동력 구축

역량기반 중심의

공항사업 영역확대

Biz&Life를 창조하는

세계적 공항

경영

추진

방향성

Ÿ 핵심공항 경쟁력 강

화 공항 활성화

Ÿ 선도적 미래공항 구

현을 위한 지속투자

Ÿ 미래 지속성장을 위

한 사업인프라 강화

Ÿ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사업 강화

Ÿ 신규사업 매출 확대
Ÿ 신공항 건설 및 운영

참여

Ÿ 매출규모 및 수익성

측면 세계적공항

Ÿ 역량측면 세계적 공

항(국민평가 최상위)



- 42 -

자료 :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중장기 로드맵(2011)

2. 한국공항공사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공항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잇는 물리적 공간이자 정서적 공간이

다. 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공사의

기관특성과 설립목적에 따라 특화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지

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공사는 특화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실

행과제를 개발하여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

구분 전략체계 재구축기 공공기관 선도모델기
사회적책임

World Leader기

사

회

공

헌

로

드

맵

사회공

헌목표

사회공헌 전략체계

재구축
공공기관 선도모델

사회적 책임 World

Leader

사회공

헌추진

방향성

Ÿ 사회공헌 로드맵 마

련

Ÿ 사회공헌 대표브랜드

개발

Ÿ ISO 26000 내부도입
Ÿ 운영지원 시스템 정

비 및 강화

Ÿ 사회공헌 추진조직

재정비

Ÿ 사회적기업 지원 및

설립(본사차원)

Ÿ 해외사회공헌 사업

추진(공동)

Ÿ 공공기관 사회공헌

선도모델 확산

Ÿ 커뮤니케이션 활동

확대

Ÿ 사업별 효과산출
Ÿ ISO 26000 협력업체

에 기준도입(국내)

Ÿ 사회공헌 예산 증대

(선도수준)

Ÿ 사회적기업 지원 및

설립(지방공항 차원)

Ÿ 해외사회공헌 사업추

진(단독)

Ÿ 세계수준의 사회공

헌 대표기업

Ÿ 전세계 벤치마킹 제

공

Ÿ 사회적기업 성과창

출& 모델

Ÿ ISO 26000 협력업체
에 기준도입(해외)

Ÿ 해외 사회공헌사업

확대(공익비즈니스)

점검

수준

Ÿ 기존추진사업 효과분

석(로드맵수립 컨설팅

추진)

Ÿ 추진방향 재점검 (대

표사업 변화 및 방향

성 점검)

Ÿ 평가환류(우수사례 공
공기관 전파 등)

Ÿ 해외환경 점검(글로

벌 리더수준의 사회

적 책임활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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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1

년 이후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시행하여 모국방문 후원

사업 뿐만 아니라 다문화 2세대의 올바른 자아형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님나라 바로알기」해외캠프’, ‘일지사

일가정 멘토링 활동’, ‘아동공부방 학습환경 개선’, ‘다문화 영어마을’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다

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2년

에는 다문화 2세들이 한국어와 어머니나라 언어 등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배양하여 성장한 이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중언

어 교실’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의 특화사회공헌 분야인 다문화가

정 지원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함은 물론 한국내 초

기정착단계에서부터, 자녀교육 및 자립지원 등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결국 이러한 전 단

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여 사회통

합에 기여하는 것이 공사의 최종 목표다.

또한, 공사는 사회복지, 교육문화, 환경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주택 리모델링,

소외계층 급식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1사1촌 봉사 등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항인근 초․중․고등

학교 시설보수 및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 학교 우수운동부 후원, 초등학

생 공항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등 교육․문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촌 전등끄기, 에너지의 날

행사, 공항 이용객과 함께하는 녹색 명절 만들기 캠페인, 에너지사랑 나

누기 운동 실천, 산·바다·하천 환경정화 등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

기 위해 다양한 환경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공사의 주요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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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한국공항공사 주요 사회공헌활동

분야별 주요활동내용

특화

사회공헌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후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멘토링 활동

다문화가정 청소년 해외캠프 시행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시행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사업

다문화 영어마을 운영

다문화가정 아동공부방 개선사업

사회복지

소외계층 위문 지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불우이웃 등)

1촌마을 생산 농산물 구입

각종 성금 및 기부금 기탁(바자행사 포함)

경영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공헌 활동

보안검색 위탁 포기물품 기증

공항이용객 무료 건강검진(혈압 및 혈당 측정)

장애우 돕기, 시각장애인 공항체험

자매결연마을 농촌봉사활동

메세나 활동과 연계한 저소득층 어린이 초청행사

항공사와 연계한 공동 사회공헌활동

1사 1촌 봉사활동 및 농산물 구매

교육문화

소음대책지역 우수운동부 운동용품 후원

소음대책지역 어린이 영어캠프

장학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열린 음악회(연주회), 각종 전시회 개최

문화재 지킴이 운동 등

항공관련 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환경

소음피해지역 지원 (복지시설 위문, 노후시설 보수 등)

환경정화운동(하천/산 정화, 바다사랑, 주변도로 정비 등)

탄소중립의 숲 조성 활동

지역사회 주거단지 환경개선 활동

자료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www.air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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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참여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지역사회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

동을 펼치기 위하여 [그림 2-3]과 같이 CEO를 봉사단장으로 하고 사회

봉사단 리더가 중심이 되어 조직 구성원으로 형성된 ‘KAC 사회봉사단’

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전 임직원은 소속에 따라 전국 25개 사회봉사단

조직에 가입되어 지역사회 현장에서 소외계층 지원, 재능나눔, 캠페인 참

여, 시설봉사, 학교후원, 복지시설 시설개선, 결식노인 무료급식, 생명나

눔 실천운동, 장학금 지원,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봉

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공사의 전 임직원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기금(매칭그랜트)에 참여하여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기부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림 2-3] 한국공항공사 사회봉사단 조직

자료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www.airport.co.kr

초창기에 공사 임직원의 봉사활동은 주로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환

경정화 활동, 1사1촌 농촌 봉사활동 등 노력봉사와 소외계층이나 복지기

관 후원 같은 직접 기부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노력봉사와 직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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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 공사 임직원의 자원봉사 영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점차 봉사처의 종류와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공사의 업무특성상 공사에

는 다양한 직군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풍부하다. 이런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공사는 오늘날 자원봉사의 하나의 축으로 분류되는 전문지식

나눔활동, 일명 프로보노 봉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

램이 미래세대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사의 임직원의 전문지식과 공항 인

프라를 활용한 ‘오감’ 만족 교육기부 프로젝트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

해 임직원의 전문적 지식과 공항운영전문기관인 공사의 인프라를 바탕으

로 학생들에게 항공․공항 관련 진로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국

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직업탐색의 동기와 비전을 부여하는 등 공

항․항공분야 전문지식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 임직원들은 전국 지역사회에서 노력봉사, 각종 캠페인 활

동, 멘토링 활동, 환경보존활동 및 지식나눔활동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참여실적으로는 [표 2-8]과 같이 2014년 공사

임직원의 총 봉사시간은 33,828시간에 달하며, 이는 직원 일인당 한해 약

19시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공사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실

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유형에서 공기업Ⅰ군1)에 속하는 10개

기관 중 가장 높으며2), 공사는 2011년 이후 공공기관 정부경영실적평가

의 ‘사회공헌’ 지표 평가결과가 2011년 B+, 2012년 A0, 2013년 A0 등 매

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 2013년 공기업 I군 1인당 평균 봉사 참여 1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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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총 봉사시간(hr) 26,269 32,341 34,973 33,828 공인실적(1365, VMS)

1인 평균(hr) 15.6 19.0 20.2 19.3

봉사 참여율(%) 85.6 88.3 83.1 74.2 1회 이상 참여자

기부 참여율(%) 88.8 88.6 88.9 83.1 매칭그랜트

자료 : 한국공항공사 경영실적평가자료 재구성

4.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 제도

한국공항공사는 공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하

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참

여 활성화 제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일정부분 강제성을

부여한 제도로, 공사는 ‘사회공헌 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모든 조직 구

성원이 연간 일정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부경영실적평가에서 부서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실적을 계량평가함

으로서 내부직원이 최소시간 이상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으로 강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자발적인 동기에 기초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수봉사단 및 우수봉사자 포상제도’를 통하여 매

년 봉사참여 실적이 높은 부서와 개인을 선발하여 표창을 하고 있다. 또

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사회공헌의 날’로 정하여 구성원의 봉사참

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공헌의 날’이외에도 근무시간 중 사회공헌활

동을 근무로 인정하여 봉사참여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봉

사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직원의 봉사활동 실적을

행정자치부(1365 자원봉사 포털)와 보건복지부(VMS) 등 국가의 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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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인증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누적 관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공사의 사회공헌참여 활성화 제도는 [표 2-9]와 같다.

[표 2-9]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참여 활성화 제도

구분 세부내용 비고

사회공헌 마일리지

제도
17 시간 임원은 직원의 1.5배

내부경영평가 제도
부서별 참여율 및

참여실적 평가
계량평가(가중치 4점)

포상제도
우수 봉사단(단체)

우수 봉사자(개인)
사장표창 및 부상지급

자원봉사 실적인증

1365 자원봉사 시스템 및

VMS(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1365(행정자치부 주관)

VMS(보건복지부 주관)

봉사활동

근무시간인정
근무시간 인정

봉사활동비 지원
봉사활동시 소요비용

지원(교통비, 식비 등)

봉사단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봉사단 운영규정 운영지침 존재

사회공헌기금

(매칭그랜트)

급여우수리, 매칭그랜트

기부제도
1구좌(2천원) 이상

자료 :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중장기 로드맵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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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기업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기

반으로 공기업 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은 CSR 적합성과 참여동기(강제적,

자발적), CSR 참여도의 하위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조직성과는 조직몰입

과 조직시민행동으로 범주화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기

업 직원의 사회공헌활동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CSR인식과

태도를 통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시

된 변수들 간의 관계는 [그림3-1]과 같은 분석모형의 틀로 정리할 수 있

다.

[그림 3-1] 연구모형

공기업 사회공헌활동

CSR 적합성

CSR 참여동기(강제,자발)

CSR 참여도

(독립변수)

CSR 인식

CSR 태도

(조절변수)

조직성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종속변수)

성별, 직렬, 직급, 근무년수, 연령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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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의 조직구성원이 느끼

는 회사와 CSR 활동 간의 적합성과 사회공헌활동 참여동기(강제적 참여

동기, 자발적 참여동기) 및 CSR 참여도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직원의 CSR에 대한 인

식과 태도가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떤 조절효

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3-1] 연구가설

H1.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CSR적합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강제적 참여동기는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자발적 참여동기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CSR 참여도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CSR적합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강제적 참여동기는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자발적 참여동기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CSR 참여도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3-1.
CSR적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3-2.
강제적 참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

절될 것이다.

H3-3.
자발적 참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

절될 것이다.

H3-4.
CSR 참여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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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4-1.
CSR적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4-2.
강제적 참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

절될 것이다.

H4-3.
자발적 참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

절될 것이다.

H4-4.
CSR 참여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5.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

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5-1.
CSR적합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

절될 것이다.

H5-2.
강제적 참여동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

해 조절될 것이다.

H5-3.
자발적 참여동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

해 조절될 것이다.

H5-4.
CSR 참여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

절될 것이다.

H6.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

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6-1.
CSR적합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

절될 것이다.

H6-2.
강제적 참여동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

해 조절될 것이다.

H6-3.
자발적 참여동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

해 조절될 것이다.

H6-4.
CSR 참여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

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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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지의 구성은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별, 직렬, 직급, 근속년수, 연령)과 독립변수인 CSR적합성, 참여동기, 참

여도와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조절변수인 CSR인

식과 CSR태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독립변수 : 공기업 직원의 사회공헌활동

1) CSR 적합성

CSR 적합성은 기업의 특성 및 사업내용과 기업의 CSR활동 주제 간

의 조합이 논리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양자 사이의 연결고리에 어떤 관

련이 있는지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Gupta & Pirsch,

2006).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공기업도

공공성은 물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과 CSR 활

동간의 적합도는 Speed와 Thompson(2000)의 연구에서 제시한 5개 문항

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2) CSR 참여동기

참여동기는 자발적 동기와 강제적 동기로 나누어 측정한다. 이는 기업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은 기부나 봉사에 있어 이타적 또는 이기적인 개

인적 성향의 요인보다는, 조직적 차원에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직

의 시스템이나 환경 안에서 봉사참여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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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공헌활동 참여 동기는 Agle

& Kelly(2001) 및 Farrell et al.(1998)와 Strigas & Jackson(2003) 등의

척도를 참고하여 사용한 백성미(2004)의 척도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활

용하여 기부․자원봉사 참여동기 대한 질문 중 6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강제적 동기’로 3개의 문항으로, 두 번째는 ‘자발

적 동기’로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3) CSR 참여도

CSR활동 참여도는 조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참여 횟수와 1

회 참여시 평균 소요시간을 개방형 질문(Open ended question)으로 측정

한 후 직원별 연평균 사회공헌활동 참여횟수에 1회 참여시 평균 시간을

곱하여 총 연평균 CSR 활동 참여시간을 도출하였다.

2. 종속변수 : 조직성과

1)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에 남아서 기꺼이 노력하고 조직을 동일시하고

조직에 몰입하는 상대적 정도이다(Fierris & Aranya, 1983). 많은 경우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또는 업무에 대한 태도를 조직몰입으로 측정하는

데, 이는 조직 및 업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개념이라고 지적된다(Peterson, 2004). 또한 많은 기존 연구에서 기

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조직몰입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성구, 2006; 조경훈, 2007; 이경희, 2009; 김영곤, 2010). 이처럼 조직몰

입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직원과 관련된 조직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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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Buchanan(1974)의 척도를 기반으로 조직과의 일체감과 조직에

대한 헌신의 정도 및 Allen & Meyer(1993)의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척도 중에서 7개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2)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으로부터 공식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총체

적으로 조직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개인의 재량적 행동”이라고 정의한

다.(Organ, 1988). 조직시민행동은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1990) 및 김윤성(2002), 최찬순(2011)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위차

원을 이타행동, 양심행동, 관계지향행동으로 구분하여 이타행동 4개, 양

심행동 3개, 관계지향행동 3개 총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 7점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3. 조절변수 : CSR인식과 태도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CSR을 대하는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태도가 어떤 조절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CSR은 “기업의 경제적인 이윤 추구와 관련된 활동 이

외에 공익사업, 기부협찬, 자원봉사 등 사회적 대의를 후원하는 활동” 정

의한다(Maignan & Ferrell, 2004). 이 정의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공헌활

동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측정하였다. CSR 인

식은 Creyer와 Ross(1997), Maignan과 Ferrell(2004), Maignan과

Ralston(2002)의 문항을 조정해서 4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CSR 활동에 대한 태도는 조직구성원들의 해당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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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CSR 태도는

캐롤(Carroll, 197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 및 재구성하여 기존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 측정시 많이 사용되

어 왔던 최지호와 문연희(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리커트 7

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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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설계

1. 자료수집 및 조사표본

본 연구는 한국공항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5년 3월 9일부터 3월20일까지 인터넷 구글 사이트

(google.co.kr) 통하여 인터넷으로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총 239부

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2] 모집단의 규정 및 조사표본

구 분 내 용

모집단 한국공항공사 전 직원

조사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주소 : http://goo.gl/forms/tQVeM6NXb0)

표본의 크기 239

표본추출시기 2015년 3월 9일 ~ 3월 20일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연구의 자료 수집방법으로 조사대상자가 한국공항공사의 전

직원으로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글 인터넷 설문지

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될 속성과 변수는 타당성을 위해

연구목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설문작성을 위

해 사회공헌활동 참여, CSR인식과 태도,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관

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CSR 적합성, 참여동기(강제적 참여동기, 자발적

참여동기), 참여도의 4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총 13가지 항목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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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CSR인식과 태도는 총 7개 항목으로,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

동은 각 7개, 10개로 하여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체 37개의 항목

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표 3-3] 설문지의 구성

변수 문항수 선행연구

독립

변수

CSR 적합성 5 Speed & Thompson(2000)

참여동기

(강제, 자발)
6

Agle & Kelly(2001)

Farrell et al.(1998)

Strigas & Jackson(2003)

참여시간 2 이유리(2013)

조절

변수

CSR 인식 4

Creyer&Ross(1997)

Maignan&Ralston(2002)

Maignan&Ferrell(2004)

CSR 태도 3 최지호 & 문연희(2008)

종속

변수

조직몰입 7
Buchnan(1974)

Allen & Meyer(1993)

조직시민행동 10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1990)

김윤성(2002), 최찬순(2011)

계 37

3.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 처리도구로 SPSS 22.0 통계 패

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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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 및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분석

할 수 있는 Cronbach's α 계수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응답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과 차이검증을 위한 t-test 및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항목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주요변수간의 상관관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조절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에 기초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

였다. 이 방법에 따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그리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차례로 투입하고, 3단계 회귀식의 R² 변화량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하

였다. 만약 R²변화량이 유의미한 수준이라면 조절효과가 존재한다고 해

석한다. 그리고 R² 변화량이 유의미한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

게 나타난다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수에 영

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에는 조절효과

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투입하게 되는데, 이럴 경

우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와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추정치의 왜곡과 검증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박현선·이상균, 200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이 권장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독립

변수와 조절변수를 표준점수로 전환하여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p<.01,

p<0.001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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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조사결과 및 분석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는 한국공항공사 전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

원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4-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총 239명으로 남성이 200명(83.7%), 여성이 39명

(16.3%)으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렬의 경우

행정직이 100명(41.8%), 시설직 62명(26.0%), 기술직 67명(28.0%), 기타

10명(4.2%)로 행정직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근속년수의

경우 10년 이하가 84명(35.1%), 20년 이하가 55명(23.1%), 21년 이상이

100명(41.8%)으로 20년 이상 근속년수가 긴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직급은 과장 및 대리급인 4급이 103명(43.1%), 일반직원인 5급 이

하가 61명(25.5%), 차장급인 3급이 50명(20.9%), 부장급 이상인 1, 2급이

17명(7.1%)의 순으로 4급 이하 일반직원이 관리자층인 3급 이상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40대는 102명(42.7%), 30대가 48명(20.1%)로

20대 43명(18.0%), 50대 44명(18.4%)로 30대와 40대가 비교적 높은 비율

을 차지했으며, 20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 역시 42.03

세(SD=9.70)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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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200 83.7

여 39 16.3

계 239 100.0

직 렬

행정직 100 41.8

시설직 62 26.0

기술직 67 28.0

기타 10 4.2

계 239 100.0

근속년수

1∼3년 45 18.8

4∼6년 11 4.6

7∼10년 28 11.7

11∼15년 19 8.0

16∼20년 36 15.1

21∼25년 71 29.7

26년 이상 29 12.1

계 239 100.0

직 급

1∼2급 17 7.1

3급 50 20.9

4급 103 43.1

5∼6급 61 25.5

청원경찰 5 2.1

기타 3 1.3

계 239 100.0

연 령

20세 이하 2 .8

21∼30세 43 18.0

31∼40세 48 20.1

41∼50세 102 42.7

51세 이상 44 18.4

계 239 100.0

변 수　 평 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 령
(n=239) 42.03 9.70 1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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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도구의 평가

1.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인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

인회전 방법으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법인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선정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으로는 카

이저(Kaiser, 1974)가 제안한 기준 고유값(eigen-value)은 1 이상,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 0.5 이상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요인적재량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보통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되

며, 0.5가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간주한다(정충영, 최이규, 2000).

또한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들의 측정에 활용된 척도의 안정성과 독립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에 대한 분석은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고려하기 위한 분석으로서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사회과학 자료의 경우 0.7이상이면 신뢰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채서일, 2001).

1) 독립변수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정

독립변수인 공기업 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의 하위요인의 요인분석 및 신

뢰도 분석결과는 [표 4-2]와 같다. 하위변인인 CSR적합성, 강제적 참여

동기, 자발적 참여동기의 세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고유값이 1.0

이상이고, 요인적재량이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tlett의 단

위행렬 점검 결과 χ²=1231.9(유의수준=.000)으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검증결과 KMO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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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로 나타나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요인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총 분산의 누

적값이 69.047로 나타남으로써, 69.04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 독립변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구분 설문 문항 요인값 고유값
설명
분산
(누적)

항목
삭제시
Cronba
ch‘s α

Cronbac
h‘s α

CSR

적합성

1-2
회사의 이미지와 CSR의 이미
지가 잘 어울림

.910

3.857 35.060
(35.06)

.887

.917

1-3
회사의 CSR활동은 서로 잘
맞음

.885 .890

1-1
회사와 CSR은 논리적으로 연
관이 있음

.836 .907

1-5 회사의 CSR 적절함 .831 .904

1-4
CSR과 회사의 사업영역은 연
관성이 높음

.815 .906

강제

참여

동기

2-4
봉사·기부에 참여하는 직원들
과 그렇지 않는 직원들은 다르
게 인식

.815

1.948 17.708
(52.768)

.519

.6562-5
봉사·기부에 참여하는 것은 회
사 업무상 경력에 도움이 될
것임

.789 .549

2-6
봉사·기부에 참여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음

.611 .605

자발

참여

동기

2-3
봉사·기부에 참여하면 지역사
회 발전에 도움을 줌

.794

1.791 16.279
(69.047)

.644

.6372-1
봉사·기부 참여는 강압적이지
않음.

.786 .381

2-2
봉사·기부에 참여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임

.675 .517

KMO 표본 적합도 .827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1231.910

유의수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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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인별 신뢰도의 경우에도 CSR 적합성의 Cronbach's α 값이 0.917

로 높은 수준의 신뢰수준을 보였으며, 강제적 참여동기와 자발적 참여동

기의 Cronbach's α값은 각각 0.656, 0.637로 다소 낮으나, 모두 0.6 이상

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조절변수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정

다음으로 조절변수인 CSR인식과 태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

과는 [표 4-3]와 같다. 선행연구와 같이 CSR인식과 CSR태도의 두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고유값이 1.0이상이고, 요인적재량이 모두 0.7이

상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χ²=1661.999(유의수준

=.000)으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

의 표본적합도 검증결과 KMO값이 .859로 높게 나타나서 요인분석의 사

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요인분

석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총 분산의 누적값이 84.313 으로 나타남으

로써, 84.31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별 신뢰도의 경우에도 CSR 인식은 Cronbach's α값이 0.901,

CSR 태도는 0.955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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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조절변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구분 설문 문항 요인값 고유값
설명
분산
(누적)

항목
삭제시
Cronba
ch‘s α

Cronbac
h‘s α

CSR

인식

6-4
회사는 자선활동을 통해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음

.845

2.959 42.275
(42.275)

.891

.901

6-1
회사는 사회에 대한 자선활동
과 기여를 중요시함

.834 .879

6-3
회사는 사회공익활동에 참여하
고 있음

.833 .849

6-2
회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돕고
있음

.736 .873

CSR

태도

7-2
회사의 CSR활동이 좋은 일이
라고 생각

.928

2.943
42.038
(84.313)

.907

.9557-3
회사의 CSR활동에 대해 호의
적으로 생각

.912 .917

7-1
회사의 CSR활동에 대해 긍정
적으로 생각

.860 .975

KMO 표본 적합도 .859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1661.999

유의수준 .000

3) 종속변수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정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조식성과의 하위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4-4]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변수의 특성에 맞게 조직몰

입과 조직시민행동이 각기 다른 두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고유값

이 1.0이상이고, 요인적재량이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단

위행렬 점검 결과 χ²=2875.48(유의수준=.000)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

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검증결과 KMO값이



- 65 -

.937로 높게 나타나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요인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총 분

산의 누적값이 62.460으로 나타남으로써, 62.46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별 신뢰도의 경우에도 조직몰입의 Cronbach's α값은 0.918,

조직시민행동의 Cronbach's α값은 0.911로 역시 매우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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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종속변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구분 설문 문항 요인값 고유값
설명
분산
(누적)

항목
삭제시
Cronba
ch‘s α

Cronbac
h‘s α

조직

몰입

4-5 내 자신이 회사의 일부라고 느낌 .849

5.292
31.127
(31.127)

.897

.918

4-3
회사를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
을 바칠 수 있을 것

.823 .896

4-4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다른 회사로 쉽게 옮겨가지 않
을 것

.814 .898

4-6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
리 회사를 위해서도 애쓰고 싶
음

.774 .900

4-1
회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음

.757 .907

4-7
다른 회사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더라도 이
직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음

.723 .915

4-2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
다면 매우 행복할 것

.634 .920

조직

시민

행동

5-2
동료가 결근하거나 피치못할 사
정이 있는 경우 그의 일을 대신
해줌

.816

5.327 31.333
(62.460)

.898

.911

5-4
어려움에 처한 타 부서 사람도
도움.

.789 .896

5-1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잘 도움

.764 .896

5-3
공식적 요청이 없어도 신입사원
을 자발적으로 도움

.739 .897

5-7
누가 보지 않더라도 회사의 규
칙과 규율을 준수

.723 .899

5-9
타 부서 또는 타회사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여 원만한 대인관계
를 유지

.667 .900

5-10 부서원의 경조사에 적극 참석 .630 .902

5-6
업무시간에는 업무에만 최선을
다함

.619 .916

5-8
부서단합대회, 야유회 및 회식
등에 적극 참여

.581 .900

5-5 회사의 규정된 시간을 잘 준수 .502 .911

KMO 표본 적합도 .937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2875.480

유의수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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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는 [표 4-5]와 같

다.

[표 4-5]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독립변수

CSR적합성 5.99 0.96 1.00 7.00

강제적참여동기 4.53 1.22 1.00 7.00

자발적참여동기 5.13 1.12 2.33 7.00

참여도(시간) 25.58 26.05 0.00 240.00

조절변수
CSR인식 6.03 0.81 3.75 7.00

CSR태도 6.30 0.89 1.00 7.00

종속변수
조직몰입 5.86 0.98 1.86 7.00

조직시민행동 6.00 0.73 2.30 7.00

먼저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CSR적합성은 평균 5.99(SD=0.96)로 ‘거의

그렇다’ 수준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회사의 특성 및 업종과

CSR 간의 적합성이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강제적 참여동기는

평균 4.53으로 ‘보통이다’ 이상 수준인데 반하여 자발적 참여동기는 평균

5.13으로 ‘그렇다’ 이상 수준으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조사대상자들인 한국공항공사 임직원들은 사회공헌활동 참여에 있어 강

제적인 동기보다는 자발적인 동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

도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들은 사회공헌활동에 연평균 25.58시간

(SD=26.05)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별 0시간에서 240시간까지

사회공헌활동 참여시간의 폭이 매우 넓어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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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도에 대해서는 자연로그를 취해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조절변수인 CSR인식 및 태도의 경우 각각 평균이 6.03과

6.30으로 모두 ‘거의 그렇다’ 이상의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사회공헌활동

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정도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은 평균 5.86(SD=0.98)으로 ‘그렇다’ 이상 정도의

수준을 보였고, 조직시민행동은 평균 6.00(SD=0.73)으로 ‘거의 그렇다’

수준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조직에의 몰입과 자율재량

적인 긍정적 행동에 있어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조직시민행동이

조직몰입보다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본 연구에서 공기업의 직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종속변수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방법과 Dunnett T3방법을 사용하였

다.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 성별에 따른 조직성과

공기업 임직원들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표 4-6]을

살펴보면 성별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성별에 따른 조직성과

특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 표준편차 t p

성별
남(n=200) 5.95 0.95

3.204** 0.002
6.04 0.72

2.041* 0.042
여(n=39) 5.41 1.04 5.78 0.74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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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조직몰입은 남성(5.95, SD=0.95)보다 여성(5.41, SD=1.04)이

낮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조직시민행동에서도 남성(6.04,

SD=0.72)보다 여성(5.78, SD=0.74)의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

으로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이유는 일반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에서도 남성의 고용비율이 여성보다는 높고, 이는

결국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몰입과 조직

시민행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원인이 될 수 있다.

2) 직렬에 따른 조직성과

[표 4-7]의 직렬에 따른 조직성과를 살펴보면 조직몰입은 직렬간에 평

균점수에 차이가 있으나,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p<0.05에서 유의

한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직렬에 따른 조직성과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검증

조직

몰입

행정직(a) 100 5.64 1.06

2.89* 0.036
-

(Scheffe검증)

시설직(b) 62 6.02 0.92

기술직(c) 67 6.03 0.89

기타(d) 10 5.87 0.96

총계 239 5.86 0.98

조직

시민

행동

행정직(a) 100 5.90 0.76

1.229 0.30
-

(Scheffe검증)

시설직(b) 62 6.09 0.76

기술직(c) 67 6.07 0.62

기타(d) 10 5.89 0.89

총계 239 6.00 0.73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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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급에 따른 조직성과

[표4-8]의 직급에 따른 조직성과에 대해 살펴보면 조직몰입에서 1-2급

은 6.41점으로 4급 5.89점과 5-6급 5.45점보다 높고, 3급이 6.07점으로 4

급 5.89점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후검증을 통해서

1-2급이 4급이하보다, 3급이 5-6급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조직시민

행동에서도 1-2급은 6.61점으로 3급 6.04점, 4급 6.10점, 5급이하 5.64점

보다 높고, 4급이 5급이하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역시

사후검증을 통해서 1-2급이 3급이하보다, 4급이 5급이하보다 높게 나타

났다(p<0.05). 이러한 결과는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조직성과

는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에서든 직급이 올라갈수록 함께 높아지는 경향

이 있다.

[표 4-8] 직급에 따른 조직성과

*p< .05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검증

조직

몰입

1-2급(a) 17 6.41 0.52

4.105*　 0.001
　

a>c,d

b>d

(Dunnett

T3검증)

3급(b) 50 6.07 0.77

4급(c) 103 5.89 1.00

5-6급(d) 61 5.45 1.08

청원경찰(e) 5 6.20 0.70

기타(f) 3 6.00 1.49

총계 239 5.86 0.98

조직

시민

행동

1-2급(a) 17 6.61 0.36

6.804* 0.000

a>b,c,d

c>d

(Dunnett

T3검증)

3급(b) 50 6.04 0.65

4급(c) 103 6.10 0.59

5-6급(d) 61 5.64 0.87

청원경찰(e) 5 5.84 1.08

기타(f) 3 5.50 0.79

총계 239 6.00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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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에 따른 조직성과

[표 4-9]의 연령에 따른 조직성과에 대해 살펴보면 조직몰입에서 51세

이상은 6.58점으로 40대 6.04점보다 높고, 4급은 20대 5.40점과 30대 5.25

점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후검증을 통해서 51세이상

이 40대보다, 40대가 20-3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조직시민행동

에서도 51세이상은 6.41점으로 20세이하 4.70점, 20대 5.69점, 30대 5.82점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역시 사후검증을 통해서 51세

이상이 30대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직급이 올라가면 조직성과가 높아지는 결과와 마

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조직성과

는 함께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9] 연령에 따른 조직성과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수준 사후검증

조직
몰입

20세이하(a) 2 5.21 1.72

18.138* 0.000
e>d>b,c
(Dunnett
T3검정)

21~30세(b) 43 5.40 0.98

31~40세(c) 48 5.25 1.02

41~50세(d) 102 6.04 0.85

51세이상(e) 44 6.58 0.49

총계 239 5.86 0.98

조직
시민
행동

20세이하(a) 2 4.70 0.85

8.92* 0.000
e>a,b,c
(Scheffe
검정)

21~30세(b) 43 5.69 0.71

31~40세(c) 48 5.82 0.82

41~50세(d) 102 6.05 0.69

51세 이상(e) 44 6.41 0.45

총계 239 6.00 0.73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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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속년수에 따른 조직성과

[표 4-10]의 근속년수에 따른 조직성과에 대해 살펴보면 조직몰입에서

26년이상은 6.56점으로 4∼6년을 제외한 15년이하보다 높고, 16년∼25년

도 4∼6년을 제외한 10년이하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후검증을 통해서 26년이상이 15년이하보다, 16년∼25년이 10년이하보

다 높게 나타났다(p<0.05). 조직시민행동에서 26년이상은 6.37점, 21년∼

25년은 6.26점으로 1∼3년 5.50점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 사후검증을 통해서 21년이상이 3년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표 4-10] 근속년수에 따른 조직성과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수준 사후검증

조직
몰입

1~3년(a) 45 5.32 1.08

12.537* 0.000

g>a,c,d
e,f>a,c
(Dunnett
T3검정)

4~6년(b) 11 5.35 1.04

7~10년(c) 28 5.27 0.88

11~15년(d) 19 5.36 1.16

16~20년(e) 36 6.19 0.70

21~25년(f) 71 6.19 0.78

26년 이상(g) 29 6.56 0.50

총계 239 5.86 0.98

시민
행동

1~3년(a) 45 5.50 0.90

8.145* 0.000
g,f>a
(Scheffe
검정)

4~6년(b) 11 6.03 0.70

7~10년(c) 28 5.90 0.56

11~15년(d) 19 5.69 0.78

16~20년(e) 36 6.03 0.62

21~25년(f) 71 6.26 0.59

26년 이상(g) 29 6.37 0.48

총계 239 6.00 0.73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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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근속기간과 앞서 분석한 직급과 연령과 비례관계가 존

재하기 때문에 직급과 연령과 마찬가지로 조직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4.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들간의 관계양상을 파악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11]과 같다. CSR 참

여도는 연평균 참여횟수와 1회 참여시간을 곱하여 연간 참여시간을 계산

한 변수로, 변수의 분포가 0에서 240시간까지로 다른 변수와 단위 차이

가 너무 크므로 자연로그를 취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분석하였다.

우선 조절변수인 CSR 인식, CSR 태도와 독립변수인 CSR 적합성, 참

여동기(강제적, 자발적), 참여도 사이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을 보이지 않

아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CSR적합성, 강제참여동기, 자발참여동기

등 참여도를 제외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간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참여도는 종속변

수 중 조직시민행동 간에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은 것으로 나타

났다. 조절변수인 CSR태도 및 CSR인식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면, 참여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참

여할 경우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성과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

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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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

편차

csr

적합성

강제

동기

자발

동기

조직

몰입

시민

행동

csr

인식

csr

태도

참여도

(ln)

csr
적합성

5.9933 0.9597 1 　 　 　 　 　 　 　

강제참여
동기

4.5286 1.2165 .199** 1 　 　 　 　 　 　

자발참여
동기

5.1283 1.1233 .305** .213** 1 　 　 　 　 　

조직몰입 5.8595 0.9838 .499** .216** .398** 1 　 　 　 　

조직시민
행동

5.9958 0.7285 .567** .213** .302** .697** 1 　 　 　

csr인식 6.0293 0.8055 .535** .203** .317** .523** .582** 1 　 　

csr태도 6.2999 0.8892 .597** .217** .284** .642** .601** .673** 1 　

참여도
(ln)

2.9886 0.6699 .116 .073 .113 .105 .179** .064 .069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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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의 검증

1. 독립변수 주효과 검증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에의 참여가 기업의 성과로서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우선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CSR적합

성, 강제적 참여동기, 자발적 참여동기, 참여도의 하위변인별로 나누고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통제변수 중 명목변수로 측정된 성별, 직렬은 더

미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CSR 참여도는

앞선 제3절의 4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분산팽창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 본

독립변수 주효과 검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1)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표 4-12]는 [가설 1]에 대한 검증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의 각 하위요인

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을

위한 통제변수로서 성별, 직급, 직렬, 근속년수, 연령을 먼저 투입하고,

독립변수인 사회공헌활동의 하위요인으로서 CSR적합성, 강제적 참여동

기, 자발적 참여동기, 참여도를 이후에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제변수의 설명력과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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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변수 구분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통제
변수
a

직렬=행정직 -0.19 -0.096 -1.311 -0.207 -0.104 -1.715

직렬=시설직 -0.188 -0.084 -1.194 -0.213 -0.095 -1.619

직렬=기타 -0.403 -0.082 -1.198 -0.436 -0.089 -1.563

성별=여 -0.107 -0.040 -0.581 -0.182 -0.068 -1.184

근속년수b 0.21 0.443 2.676** 0.207 0.437 3.177**

연령 0.007 0.065 0.375 0.002 0.018 0.125

직급c 0.104 0.103 1.250 0.185 0.183 1.497

독립
변수

csr적합성 　 　 　 0.417 0.406 7.596***

강제참여동기 　 　 　 0.046 0.057 1.139

자발참여동기 　 　 　 0.169 0.194 3.616***

참여도(ln) 　 　 　 -0.082 -0.056 -1.074

Constant 4.517 　 7.348*** 1.185 　 1.905

R² 0.229 0.479

F 9.732*** 18.883***

R² 변화량 0.250

F값 변화량 27.152***

*p< .05, **p< .01, ***p< .001

a. 제외된 변수 : 직렬=기술직, 성별=남

b. 근속년수 : 1∼3년, 4∼6년, 7∼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상

c. 직급 : 1∼2급, 3급, 4급, 5∼6급, 기타

구체적으로 모형 1은 통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형 2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로 구성된 모형 1은 조직몰입을 22.9%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고(F=09.732, p<.001), 독립변수를 투입한 모형 2는 종속

변수인 조직몰입을 47.9% 설명하고 있으며, R² 값은 0.250 증가하였고,

이러한 설명력의 증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는 사회공헌활동의 하위요인들이 조직몰입를 설명하는데 있

어서 통제변수들만을 투입한 모형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77 -

모형 2를 기준으로 각 요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제변수 중 근속

년수의 t값이 3.177(p<.01), 계수값이 0.207로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입사한지 오래될수록 조직에 몰입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중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요인은 CSR적합성

(B=0.417, p<.001), 자발적 참여동기(B=0.169, p<.001)로 조직몰입에 유의

미한 정(+)적 영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기업의 임직원들은 자

신들의 기업이 기업특성과 업종에 적합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고 인식

할수록,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에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참여할수록 조

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1-1]과 [가설

1-3]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강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거나, 무조건적인 높은 참여도는 조직몰입과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2]과 [가설1-4]는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의 하위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

력의 크기를 볼 때 사용하는 표준화 계수에서는 CSR적합성이 0.406, 자

발적 참여동기가 0.194로, CSR적합성이 자발적 참여동기보다 조직몰입

에 더 큰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사회공헌활동의 각 하위요인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가설 2]을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은 마찬가지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는 CSR적합성, 강제적 참여동기, 자발

적 참여동기, 참여도가, 종속변수로는 조직시민행동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13]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1은 조직시민행동을 16.8%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6.616, p<.001), 독립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조직시민행동을 44.4% 설명하고 있으며 역시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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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하였으며(F=16.428, p<.001), 독립변수를 투입함으로서 R² 값은

0.276 증가하였고, 이러한 설명력의 증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p<.001). 모형 2를 기준으로 각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

제변수 중 근속년수의 t값이 2.360(p<.05), 계수값이 0.118로 조직시민행

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조직몰입과 마찬가지

로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자율재량적인 조직시민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3]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수 구분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통제
변수
a

직렬=행정직 -0.082 -0.056 -0.736 -0.073 -0.049 -0.786

직렬=시설직 -0.091 -0.054 -0.749 -0.1 -0.060 -0.992

직렬=기타 -0.043 -0.012 -0.164 -0.077 -0.021 -0.360

성별=여 0.058 0.029 0.409 -0.033 -0.017 -0.281

근속년수b 0.129 0.366 2.126* 0.118 0.335 2.360*

연령 -0.003 -0.036 -0.202 -0.006 -0.085 -0.569

직급c -0.094 -0.125 -1.468 -0.044 -0.059 -0.783

독립
변수

csr적합성 　 　 　 0.352 0.463 8.387***

강제참여동기 　 　 　 0.038 0.063 1.225

자발참여동기 　 　 　 0.066 0.102 1.843

참여도(ln) 　 　 　 0.089 0.082 1.526

Constant 5.879 　 12.427*** 3.062 　 6.437***

R² 0.168 0.444

F 6.616*** 16.428***

R² 변화량 0.276

F값 변화량 28.136***

*p< .05, **p< .01, ***p< .001

a. 제외된 변수 : 직렬=기술직, 성별=남

b. 근속년수 : 1∼3년, 4∼6년, 7∼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상

c. 직급 : 1∼2급, 3급, 4급, 5∼6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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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중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요인은 CSR적합성

(B=0.352, p<.001)만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조직몰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기

업이 기업특성과 업종에 적합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고 인식할수록조

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2-1]은 채

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CSR 적합성 외의 독립변수인 강제적 참여

동기, 자발적 참여동기, 참여도는 조직시민행동과 관례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2-2], [가설2-3], [가설2-4]는 모두 기각되었다.

2. 조절변수 상호작용 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이 CSR인식 및 태도와 상호작용할 때, 조

직성과인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

이 있다. 즉, CSR인식과 태도가 조절변수로서 작용할 때,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4단계 위계적 조절회귀분석 방식에 따라 진행

하였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앞선 독립변수 주효과 검증과 같이, 통제변

수로서 성별, 직급, 직렬, 근속년수, 연령을 먼저 투입하고, 독립변수인

사회공헌활동의 하위요인으로서 CSR적합성, 강제적 참여동기, 자발적

참여동기, 참여도를 이후에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2단계에 추가하여 조

절변수를 투입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주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앞서 제3장 분석방법에서도 설명했듯이 조

절효과 검증을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투입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구

조적 관계는 유지하면서 다중공선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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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포함한 각 투입변수의 공차한계(tolerance)는 0.1이상, 분산팽창지수

(VIF)는 10미만으로, 본 조절효과 검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과 조직시

민행동의 두 가지 변인이 대하여 CSR인식과 태도의 두 가지 조절변인

이 투입되므로 총 4개의 모형이 구성되었다. 4개의 모형 모두 4단계의

R² 값과 F값의 변화량이 최도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대한 CSR 인식의 조절효과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대한 CSR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네

가지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중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앞서 독립변수 주효과 검증의 [표 4-12]에서 모

형 1과 2를 통해 제시되었고, 여기서는 모형 3과 모형 4를 통해 조절효

과를 검증하였다. CSR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표 4-14]를 보면 모형 4는 조직몰입에 대하여 52.9%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모형 3에 비해 R² 값의 변화량이 0.017이며 F

값의 변화량은 1.956(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항의 투입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을 1.7% 추가적으로 설

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CSR 인식은 조직몰입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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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조직몰입에 대한 CSR인식의 조절효과

변수 구분
모형3 모형4

B β t B β t

통제
변수
a

직렬=행정직 -0.172 -0.086 -1.463 -0.206 -0.103 -1.753

직렬=시설직 -0.125 -0.056 -0.961 -0.142 -0.063 -1.100

직렬=기타 -0.383 -0.078 -1.416 -0.335 -0.068 -1.228

성별=여 -0.14 -0.052 -0.936 -0.115 -0.043 -0.772

근속년수b 0.183 0.386 2.874** 0.173 0.365 2.715**

연령 0.003 0.028 0.200 0.003 0.028 0.197

직급c 0.16 0.158 2.207* 0.139 0.137 1.914

독립
변수

csr적합성 0.303 0.296 4.994*** 0.298 0.291 4.631***

강제참여동기 0.035 0.044 0.893 0.059 0.073 1.464

자발참여동기 0.141 0.161 3.06** 0.133 0.152 2.878**

참여도(ln) -0.067 -0.046 -0.904 -0.047 -0.032 -0.632

조절
변수

CSR인식(Z) 0.278 0.228 3.896*** 0.271 0.222 3.818***

상호
작용항

csr적합성×Z 　 　 　 0.025 0.022 0.401

강제참여동기×Z 　 　 　 -0.086 -0.095 -1.803

자발참여동기×Z 　 　 　 0.138 0.133 2.435*

참여도(ln)×Z 　 　 　 -0.019 -0.011 -0.225

Constant 0.436 　 0.689 0.467 　 0.732

R² 0.512 0.529

F 19.661*** 15.486***

R² 변화량 0.017

F값 변화량 1.956*

*p< .05, **p< .01, ***p< .001

a. 제외된 변수 : 직렬=기술직, 성별=남

b. 근속년수 : 1∼3년, 4∼6년, 7∼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상

c. 직급 : 1∼2급, 3급, 4급, 5∼6급, 기타

구체적으로 모형 4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CSR적합성의 주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CSR적합성과 CSR인식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

지 않으며, 자발적 참여동기는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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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동기와 CSR인식의 상호작용항 역시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

(B=0.138, p<.05)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CSR인식은 자발적 참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한국공항공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자발적인 동기로 참여하는 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수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진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3-3]은 채택되었으나, CSR 적

합성, 강제적 참여동기, 그리고 CSR 참여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에서 CSR인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3-1], [가설 3-2], [가

설 3-4]는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대한 CSR태도의 조절효과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대한 CSR 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시 네 가지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모형 3과

모형 4를 통해 CSR 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CSR 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하

여 분석한 결과인 [표 4-15]를 보면, 모형 3은 조직몰입에 대하여 57.1%

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4는 조직몰입에

대하여 60.3%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R² 값의 변화량이 0.032

이며 F값의 변화량은 4.535(p<.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상호작용항의 투입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을 3.2% 추가적

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CSR 태도가 조직몰입에 조절효과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형 4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CSR적합성의 주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CSR적합성과 CSR태도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

지 않으며, 자발적 참여동기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자발적

참여동기와 CSR 태도의 상호작용항 역시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

(B=0.175, p<.001)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CSR 태도가 자발적 참여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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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앞서 CSR 인식의 조절효과와 마찬가지로 한국공항공사의 사회공

헌활동에 자발적인 동기로 참여하는 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 수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15] 조직몰입에 대한 CSR태도의 조절효과

변수 구분
모형3 모형4

B β t B β t

통제
변수
a

직렬=행정직 -0.204 -0.103 -1.858 -0.19 -0.096 -1.752

직렬=시설직 -0.127 -0.057 -1.056 -0.159 -0.071 -1.332

직렬=기타 -0.51 -0.104 -2.007* -0.473 -0.097 -1.912

성별=여 -0.16 -0.060 -1.144 -0.18 -0.067 -1.317

근속년수b 0.161 0.340 2.699** 0.162 0.342 2.795**

연령 0 0.004 0.028 0 0.003 0.023

직급c 0.142 0.140 2.093* 0.133 0.132 2.016*

독립
변수

csr적합성 0.185 0.18 3.08** 0.16 0.156 2.598**

강제참여동기 0.024 0.03 0.647 0.055 0.068 1.458

자발참여동기 0.148 0.169 3.467*** 0.133 0.152 3.009**

참여도(ln) -0.043 -0.029 -0.614 -0.018 -0.012 -0.265

조절
변수

CSR태도(Z) 0.444 0.401 6.933*** 0.477 0.431 6.978***

상호
작용항

csr적합성×Z 　 　 　 0.042 0.087 1.356

강제참여동기×Z 　 　 　 -0.076 -0.077 -1.388

자발참여동기×Z 　 　 　 0.175 0.200 4.216***

참여도(ln)×Z 　 　 　 0.03 0.023 0.491

Constant 0.239 　 0.41 0.014 　 0.023

R² 0.571 0.603

F 24.92*** 20.998***

R² 변화량 0.032

F값 변화량 4.535**

*p< .05, **p< .01, ***p< .001

a. 제외된 변수 : 직렬=기술직, 성별=남

b. 근속년수 : 1∼3년, 4∼6년, 7∼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상

c. 직급 : 1∼2급, 3급, 4급, 5∼6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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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설 4-3]은 채택되었으며, 그 외의 독립변수인 CSR 적합성,

강제적 참여동기, 그리고 CSR 참여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CSR 태도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4-1], [가설 4-2],

[가설 4-4]는 지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CSR인식의 조절효과

여기서는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CSR 인식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네 가지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중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주효과 검증의 [표 4-13]에서 모형 1과 2를 통해 제시되었고, 여기서는

모형 3과 모형 4를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CSR 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4-16]에서 보면, 모형 3은 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

51.6%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독립변수와 CSR 인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4는 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 54.7%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

로 나타나 R² 값의 변화량이 0.031이며 F값의 변화량은 3.757(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항의 투입이 종속

변수인 조직시민행동을 추가적으로 3.1% 더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CSR 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구체적으로 모형 4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CSR적합성과 CSR참여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CSR적합성과 CSR인식의 상호작용

항, 그리고 CSR참여도와 CSR인식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아 조절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발적 참여동기의 경우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동기와 CSR인식의 상호작용항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B=0.156, p<.001)한 것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조

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 조직시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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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CSR 인식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가

설 5]는 모두 기각되었다.

[표 4-16]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CSR인식의 조절효과

변수 구분
모형3 모형4

B β t B β t

통제
변수
a

직렬=행정직 -0.034 -0.023 -0.394 -0.071 -0.048 -0.829

직렬=시설직 -0.003 -0.002 -0.035 -0.028 -0.017 -0.300

직렬=기타 -0.02 -0.005 -0.098 -0.007 -0.002 -0.035

성별=여 0.013 0.006 0.117 0.041 0.021 0.380

근속년수b 0.091 0.259 1.940 0.073 0.207 1.574

연령 -0.005 -0.071 -0.504 -0.003 -0.042 -0.304

직급c -0.073 -0.097 -1.361 -0.09 -0.120 -1.702

독립
변수

csr적합성 0.228 0.3 5.09*** 0.206 0.271 4.403***

강제참여동기 0.026 0.043 0.895 0.044 0.074 1.504

자발참여동기 0.035 0.054 1.026 0.031 0.048 0.935

참여도(ln) 0.106 0.097 1.927 0.127 0.117 2.329*

조절
변수

CSR인식(Z) 0.303 0.336 5.769*** 0.299 0.331 5.805***

상호
작용항

csr적합성×Z 　 　 　 -0.041 -0.048 -0.894

강제참여동기×Z 　 　 　 -0.065 -0.097 -1.871

자발참여동기×Z 　 　 　 0.156 0.203 3.804***

참여도(ln)×Z 　 　 　 -0.068 -0.055 -1.121

Constant 2.245 　 4.806*** 2.317 　 5.002***

R² 0.516 0.547

F 19.984*** 16.662***

R² 변화량 0.031

F값 변화량 3.757**

*p< .05, **p< .01, ***p< .001

a. 제외된 변수 : 직렬=기술직, 성별=남

b. 근속년수 : 1∼3년, 4∼6년, 7∼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상

c. 직급 : 1∼2급, 3급, 4급, 5∼6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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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CSR태도의 조절효과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CSR 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다시 네 가지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모형 3과 모형 4를 통해

CSR 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CSR 태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인 [표 4-17]을 보면, 조절변수를 투입한 모형 3은 조직시

민행동에 대하여 50.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독립변수와 CSR태도

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4는 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 59.4%의 설명

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R² 값의 변화량이 0.087이며 F값의 변화량은

11.879(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

용항의 투입이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을 8.7%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CSR 태도가 조직시민행동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형 4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CSR 적합성

과 강제적 참여동기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CSR 적합성과

CSR 태도의 상호작용항은 B=0.078(p<.001)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

을 지니고 있고, 강제적 참여동기와 CSR 태도의 상호작용항은 B=-0.100

(p<.05)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CSR 태도는

CSR 적합성, 강제적 참여동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자발적 참여동기와 CSR 참여도의 경

우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동기와 CSR 태도와 상호작용

항, CSR 참여도와 CSR 태도의 상호작용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앞서 공항공사의 기업특성과 CSR 활동간의 적합성과 강

제적인 동기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 수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6-1]과 [가설 6-2]은 채택되었으며, 자발적 참

여동기와 CSR 참여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CSR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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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6-3], [가설 6-4]는 기각되었

다.

[표 4-17]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CSR태도의 조절효과

변수 구분
모형3 모형4

B β t B β t

통제
변수
a

직렬=행정직 -0.071 -0.048 -0.812 -0.011 -0.008 -0.139

직렬=시설직 -0.047 -0.028 -0.495 -0.005 -0.003 -0.058

직렬=기타 -0.122 -0.034 -0.605 -0.083 -0.023 -0.446

성별=여 -0.02 -0.010 -0.176 -0.073 -0.037 -0.709

근속년수b 0.09 0.255 1.890 0.083 0.237 1.915

연령 -0.007 -0.098 -0.688 -0.009 -0.114 -0.876

직급c -0.071 -0.095 -1.320 -0.08 -0.107 -1.618

독립
변수

csr적합성 0.21 0.277 4.406*** 0.211 0.278 4.571***

강제참여동기 0.024 0.041 0.829 0.063 0.105 2.217*

자발참여동기 0.053 0.082 1.563 0.007 0.010 0.201

참여도(ln) 0.114 0.104 2.045* 0.101 0.093 1.959

조절
변수

CSR태도(Z) 0.272 0.332 5.351*** 0.363 0.443 7.087***

상호
작용항

csr적합성×Z 　 　 　 0.078 0.219 3.376***

강제참여동기×Z 　 　 　 -0.1 -0.136 -2.43*

자발참여동기×Z 　 　 　 0.173 0.266 5.543***

참여도(ln)×Z 　 　 　 -0.147 -0.152 -3.258***

Constant 2.483 　 5.374*** 2.020 　 4.429***

R² 0.507 0.594

F 19.286*** 20.232***

R² 변화량 0.087

F값 변화량 11.879***

*p< .05, **p< .01, ***p< .001

a. 제외된 변수 : 직렬=기술직, 성별=남

b. 근속년수 : 1∼3년, 4∼6년, 7∼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상

c. 직급 : 1∼2급, 3급, 4급, 5∼6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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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조

직구성원이 참여에 따라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

공헌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CSR인식과 태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4-18]은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주

효과 검증결과를, [표 4-19]와 [표 4-20]은 조절변수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과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독립변수의 하위요인인 CSR적합성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자발적 참여동기는 조직몰

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제적인 참

여동기와 CSR참여도는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발적 참여동기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결론적으로 [가설 1-1], [가설 1-3], [가설 2-1]이 채택되었다.

[표 4-18] 주효과 가설검증 결과

연구 가설
분석

결과

가설

검증

H1.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1-1. CSR적합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H1-2. 강제적 참여동기는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자발적 참여동기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H1-4. CSR 참여도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2-1. CSR적합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H2-2. 강제적 참여동기는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자발적 참여동기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4. CSR 참여도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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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절변수

인 CSR인식과 태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 3], [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참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과 태도에 의해 정(+)의 방향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CSR적합성과 강제적 참여동기, CSR참여도가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결론적으

로 [가설 3-3], [가설 4-3]이 채택되었다.

[표 4-19] 조직몰입에 대한 조절효과 가설검증 결과

연구 가설
분석

결과

가설

검증

H3.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

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부분채택

H3-1. CSR적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절

될 것이다.
☓

H3-2. 강제적 참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H3-3. 자발적 참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

H3-4. CSR 참여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

절될 것이다.
☓

H4.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

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부분채택

H4-1. CSR적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절

될 것이다.
☓

H4-2. 강제적 참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H4-3. 자발적 참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

H4-4. CSR 참여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

절될 것이다.
☓

셋째,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절

변수인 CSR인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 5]는 기각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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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태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 6]는 부분 채택되었다. 구체적

으로, 독립변수의 어떤 하위요인도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한 CSR인식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CSR적합성이 조직시민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CSR태도는 정(+)의 영향력을, 강제적 참여

동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CSR태도는 부(-)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론적으로 [가설 6-1], [가설 6-2]만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들은 기각되었다.

[표 4-20]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조절효과 가설검증 결과

연구 가설
분석

결과

가설

검증

H5.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기 각

H5-1. CSR적합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H5-2. 강제적 참여동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H5-3. 자발적 참여동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H5-4. CSR 참여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인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H6.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부분채택

H6-1. CSR적합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

H6-2. 강제적 참여동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

H6-3. 자발적 참여동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H6-4. CSR 참여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태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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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세계화의 가속,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 등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의 지속가

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의 필요성과 사회의 요구에 기반하여 기업의 사회

적 책임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

에 지니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민간 기업에 비하여 사회적 책임활동에

뒤늦게 진입하여 아직까지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중에서 임직원의 사회

공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펼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사회공헌활동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그리고

CSR 인식과 태도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로부터 사회공헌활동과 조

직성과 및 CSR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리하고, 기존 연구

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구

글 사이트 이용)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유효한 표본으로

239부를 채택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CSR적합성을 살펴보면 평균 5.99로 조직 구성원들

이 인식하는 회사와 CSR활동 간의 적합성은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참여동기는 평균 5.13으로 강제적 참여동기인 4.53보

다 높아 공사 임직원들은 사회공헌활동 참여에 있어 강제적 동기보다 자

발적 동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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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절변수인 CSR인식과 태도의 경우 각각의 평균이 6.03과 6.30

으로 ‘거의 그렇다’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조직구성원들의 CSR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정도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은 평균 5.86, 조직시민행동은 평균 6.00으로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조직에의 몰입과 자율재량적인 긍정적 행동

인 조직시민행동에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넷째, 사회공헌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CSR

활동의 적합성과 자발적 참여동기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적 참여동기와 CSR참여도는 조직

몰입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CSR활동의 적합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제적·자발적 참여동기와 CSR참여도는 조직시민행

동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공헌활동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CSR인식과 태도가 조절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자발적 참여동기는 CSR인식 및 CSR태도

와 상호작용하여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CSR인식은 독립변수의 어떤 하위요인과 상호작용하여도 조

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으며, CSR태도가 CSR적합성과 상호

작용하여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강제적 참여동기와 상호작용하여 유

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공기업, 특히 한국공

항공사의 CSR과 조직성과의 관계, 그리고 CSR인식과 태도의 조절효과

의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 공사와 CSR활동간의 적합성과 자발적 참여

동기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SR인식과 태도

가 일부 변인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로 영향력을 있는지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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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공기업 직원인 한국공항공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공사의 사

회공헌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CSR인식과 태도의 조절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외부성과, 즉

마케팅이나 소비자 관점, 또는 투자자에 대한 성과유인 관점에서 이루어

지거나, 내부성과로는 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한 최근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조직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점차 내부 구성원의 관점에서 사회공헌활

동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주로 민간기업 위주

였으나, 본 연구는 공기업의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CSR 성과를 분석하

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이 내부 구성원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Gilder et al. 2005; Raman

and Zboja, 2006; 조선아, 2009; 이삼희, 2009; 김지혜, 2011) 결과를 확인

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내부직원에 대

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공항공사의 특성과 업종에 적합

한 CSR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

과 기업의 CSR 활동간의 적합성이 클수록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김형석, 1999; 조형오, 2000; 김해룡 & 이형탁, 2010; 이유리,

201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기업특성과 적합성이 높은 CSR활동은

내부구성원들의 CSR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가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활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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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한국공항공사의 핵심사업 측면에서 적합성이 높은 사회공헌활동에

직원들을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다행히 공

사는 지난 5년간 특화 사회공헌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도 점차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공사의 핵심사업과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이

라 인식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성공을 위해

서는 기업특성과 조직 구성원의 선호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의 CSR 활

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의 분석결과 자발적인 참여동기가 조직성과인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스스로 사

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강제적인 동기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조직성과

에 부(-)의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울러 CSR 활동

의 참여도가 높다고 하여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시키는 것보다, 내부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자연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공헌활동 참여에 있어서

Top-Down 방식의 의사결정보다는 조직 구성원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Bottom-Up 방식의 의

사결정 문화조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조직 구성원들의 CSR 인식과 태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등

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CSR인식과 CSR 태도는 자발적인 참여동

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정(+)의 조절효과를, 그리고 CSR태도는

강제적인 참여동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부(-)의 조절효과

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조직

몰입과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Peterson, 2004; 이수정, 2010, 윤각&류지영, 2011)를 확인하였다. 다만,

강제적인 참여동기에서 CSR태도가 부(-)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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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태도수준이 높은 구성원은 공식적 또는 직접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율재량적으로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의 수준

역시 높을 수 있으므로, 이들이 강제적인 참여동기로 사회공헌활동에 참

여할 경우 정반대의 가치관이 상충하여 오히려 반감이나 반발심이 나타

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발성에

기초한 사회공헌활동이 우선 필요하며, 그 이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사

의 CSR인식과 태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이 기부나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공사의 사회공헌활동의 목적 및 활동내용과 이러

한 활동들을 통해 추구하는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공기업 중에서 한국공항공사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수행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일반화하

여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둘째, 공기업 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가 현재까진 주로 민간기업 위주로 진행된 관계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 역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

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공기업은 공공성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마찬

가지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였다. 앞으로

는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모집단을 한국공항공사 전 직원으로 하여 인터넷 설

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본이 고르게 추출되기보다는 특히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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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관심이 높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이 설문에 많이 참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공항공사 직원 1인당 과거 3년간 평균

사회공헌활동 참여시간은 19.5시간이지만,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에서

CSR 참여도의 평균은 25.58시간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 추출방

법을 모색하는 한편, 설문을 이용한 양적 연구방법 뿐 아니라 사례분석

및 인터뷰 등 질적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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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

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기업정책학을 전공하고 있

으며, 현재 “공기업 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설문은 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정보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연구목적에만 이용될 것입니다. 모

든 내용은 통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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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월

지도교수 이석원

석사과정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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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공항공사의 CSR 적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가 지금의 CSR 활동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회사의 이미지와 CSR활동의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회사의 CSR활동은 서로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CSR활동과 우리 회사의 사업영역
은 연관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회사가 지금의 CSR활동을 하
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직
원들과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은 다르
게 인식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회사 업무상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에의 참여는 강압
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에 참여하면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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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시간 대한 내용입니다. 주관식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연평균 몇 회 참가하십
니까?(최근 3년 기준)

( )회/연

2
귀하는 사회공헌활동에 1회 참여 시 평균 소요
시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 )분/1회

4. 다음은 조직몰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적절한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에 대해 자

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우리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회사를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다

른 회사로 쉽게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내 자신이 회사의 일부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해서도 애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다른 회사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금

전적 보상을 제안하더라도 직장을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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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적절한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동료가 결근하거나 피치못할 사정

이 있는 경우 그의 일을 대신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도 신입사원

을 자발적으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어려움에 처한 타 부서 사람에게

도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우리회사의 규정된 시간을 잘 준

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업무시간에는 업무에만 최선을 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회사의

규칙과 규율을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부서단합대회, 야유회 및 회식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타 부서 또는 타회사 사람들과 자

주 접촉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부서원의 경조사에 적극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음은 사회공헌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적절한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사회에 대한 자선활동과

기여를 중요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회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돕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회사는 사회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회사는 자선활동을 통해 기업이윤

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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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사회공헌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적절한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만( )세

3) 근속년수 ① 1~3년 미만 ② 4년~6년 미만 ③ 7년~10년 미만

④ 11~15년 미만 ⑤ 16~20년 미만 ⑥ 21~25년 미만

⑦ 26년 이상

4) 직군 ① 행정직 ② 시설직 ③ 기술직 ④ 기타

5) 직급 ① 1~2급 ② 3급 ③ 4급 ④ 5~6급 ⑤ 청원경찰 ⑥ 기타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110 -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ctiviti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employees

- Focusing on CSR of Korea Airports Corporation -

Park sung ho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advent of smart era, society is diversified, such as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 sudden change in corporate business

environment, based on the needs of society and the needs of the

company for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is increasing continuously. Especially in the case of public

enterprises, it has been entered late i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s compared to the private sector, gradually increase the social

contribution spending, and such as actively support the participation

in the social service activities of internal employees, it is to promote

CSR activities in the management strategic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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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n this study, we t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achievements of

employees of public enterprises and the effect of the adju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CSR awareness and attitudes, so it was 

selected the Korea Airports Corporation, which has developed the most

active and ongoing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Using the effective sample of 239 parts of recovered through Google

Internet questionnaire for employees of the Korea Airports Corporation

as analysis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uitability of CSR activities and

spontaneous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CSR activitie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n influence of positive significant to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other hand, motivation and CSR of participation degree of

CSR activities it was found to be un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mpatibility of CSR activities, but

showed that there is influence of significant positive (+) to the

organization citizen behavior, forced-voluntary participation motivation

CSR's participation and revealed that there is no relation with the

tissue civil action.

Secondly, as a result of CSR recognition and attitude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of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is analyzed or give the regulatory effects, motives

voluntary participation, interact with the CSR recognition and CSR

attitude,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as found to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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