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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Barnard(1983)가 제시한 협동의욕(willingness to cooperate)의 개념과 Katz와
Kahn(1966)이 역할수행 행동과 혁신적이며 자발적인 행동을 구별한 것에 기초
하여 Smith 등(1983)은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이
란 이름의 개념을 조직행동 연구에 도입하였다. 이들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 공식적으로 주어지지도 않는 직무 외 행동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직무의 성과나 조직의 유효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1980대 중반 Organ(1988)이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후, 많은 학
자들이 이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조직시민행동 개념은 조직행동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인적자원관리, 마케팅, 병원 및 보건 행정, 공동체 심리학, 노사
관계 및 노동법, 전략적 경영, 국제경영, 경제학, 군사 심리학,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박철민과 김대원(2004)은 일선행정관료들의 조직시민행동과 조직공정성 지각
이 민원인들이 인지하는 행정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호균(2007)은 3％ 혹은 5％ 퇴출 방안, ‘삼진아웃제’ 등 효율
성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기법이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법들이 조직이나 조직구성원들에게 비효율이나 부작용
을 노정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공정성 인
식,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 간 영향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조직시민행동 개념을 행정학 분야에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Katz와 Kahn(1966)은 공식적 역할행동에 따른 제한적 행동만을 하는 조직구
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은 쉽게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볼 때 불확실성이 높은 외부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경쟁우
위를 확보하여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규정 상 주
어진 역할, 즉 ‘역할내행동’(in-role behavior)뿐만 아니라 조직이 원활하게 기능하
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조직시민행동 등의 자발적인 ‘역할외행동’(extra-role
behavior)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직무만족, 조
직공정성, 조직몰입 등이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그리
고 조직시민행동이 개인의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여 조직시민행
동의 선행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조직시민행동과 성과와의 관
계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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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준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가지고 AMOS 4.01을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얻은 결과를 해
석하고,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을 제시하고, 이러한 한계점에 근거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조직시민행동의 정의
Organ과 그의 동료들(Bateman & Organ, 1983; Smith, Organ, & Near, 1983)은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이란 용어를 최초로 만들
어냈다. 이후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개념정의가 세 번에 걸쳐 진화론적으로 이루
어졌다(김경석, 2006).
Organ(1988)은 최초로 조직시민행동을 “자발적이고, 공식적인 보상시스템에
의해서 직접적 혹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모아져서 조직이 효과적으
로 기능하도록 촉진하는 개인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다 명
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을 하였다. 첫째 ‘자발적’이란 말은 그러
한 행동은 강요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상의 역할
도 아니어서 즉, 조직과의 고용계약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어서 그 수행여부가
전적으로 구성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원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이다. 둘째,
‘직접적 혹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조직시민행
동의 수행이 그 구성원에게 다양한 형태의 이익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지만, 적
어도 그때그때 일대일 형식으로 조직시민행동의 수행과 직접적 보상이 대응되
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셋째, ‘모아져서’라는 것은 마치 ‘티끌 모아 태산’
이란 말처럼 개별적인 조직시민행동 각각은 매우 사소하지만, 오랜 기간이나 여
러 사람에 걸쳐 누적되면 조직유효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Graham(1991)은 정치철학이나 역사학 분야에서 등장하는 공공시민정신
(civic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을 통해 조직시민행동의 보다 본질적인 측면을 파
악하려고 하였다. 그녀는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내 시민정신행동 즉, 조직의 훌
륭한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의미하며, 이는 훌륭한 시민으로서 갖
추어야 할 덕목들을 그 무대가 국가가 아닌 조직으로 대체해 놓은 것이라고 보
았다. 고전철학과 현대의 정치이론에서는 공공시민정신은 소속(belonging), 권리
(rights), 그리고 책임(responsibilities)의 세 가지 개념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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륭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혹은 자격으로서의 시민정신은 곧 시민으로
서의 의무 또는 책임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책임은 다시 복종, 충성, 그
리고 참여의 세 범주로 구성된다.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 Graham(1991)은 조직시
민행동을 “개인의 조직에 관련된 모든 긍정적인 행동들”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후 Organ(1997)은 자신의 이전 정의가 지닌 자발성과 비보상성 문제를 스
스로 인정하였다. 자발성의 문제는 ‘역할내행동’과 ‘역할외행동’을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인데, 그는 역할이나 직무라는 개념 자체가 본질적
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비
보상성 문제에 대해서는 역할내행동을 포함한 그 어떠한 행동도 직접적인 보상
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들어 그 모호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서 그는 조직시민행동을 “과업성과가 배태된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맥락을 유
지하고 제고하는 공헌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이란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 역할외행동(extra-role behavior), 친사회적
조직행동(prosocial organizational behavior), 시민 조직행동(civic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 차원의 자발성(organizational spontaneity), 맥락수행(contextual performance) 등 유
사한 개념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2. 조직시민행동의 형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많은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
의 차원(형태)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Podsakoff 등(2000)은 조직시민행동 관련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대략 30개 정도
의 다양한 조직시민행동 차원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
사이에는 중복된 개념이 상당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 차원들을 (1)도
움 행동, (2)스포츠맨십, (3)조직에 대한 충성, (4)조직에의 순응, (5)개인 이니셔
티브, (6)시민의식, (7)자기개발 등 7개의 공통된 주제로 정리하였다.
먼저, ‘도움 행동’(helping behavior)은 실제로 조직시민행동을 연구한 모든 학
자들에 의해 조직시민행동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도움 행동은 직무 관련 문제를
갖고 있는 타인을 자발적으로 돕거나 그것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직무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는 타인을 돕는 것에는 이타성(altruism),
화해(peacemaking), 응원(cheerleading), 대인간 도움(interpersonal helping), 개인 대
상 조직시민행동(OCB-I), 대인 촉진(interpersonal facilitation), 타인을 도움(helping
others) 차원이 포함된다. 그리고 직무 관련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동은 문
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예의성(courtesy)이 해당된다.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은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을 불평 없이 기꺼이 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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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Organ, 1990)이라고 정의되며, 이 차원은 조직시민행동 문헌에서 가장 적은
관심을 받은 차원이기도 하다.
‘조직에 대한 충성’(organizational loyalty)은 조직을 선전하고, 외부의 위협에 대
해 조직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충성스런 열렬한 지지(loyal
boosterism), 평판 확산(spreading goodwill), 조직 보호(protecting the organization), 조
직목표 지지･지원･방어(endorsing, supporting, and defending organizational objectives)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조직에의 순응’(organizational compliance)은 누가 지켜보거나 감시하지 않을 때에
도 조직의 규칙, 규정, 절차를 내면화하고 수용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행동
을 의미한다. 이것에는 여러 학자들이 말한 일반화된 순응(generalized compliance),
조직에의 복종(organizational obedience), 조직 대상 조직시민행동(OCB-O), 조직의 규
칙 및 절차 준수(following organizational rules and procedures), 직무에의 헌신(job
dedication) 차원이 포함된다.
‘개인 이니셔티브’(individual initiative)는 자신의 과업 또는 조직의 성과를 향
상시키는 데 필요한 독창적 행동과 혁신을 자발적으로 수행, 특별한 열성과 노
력으로 자신의 과업을 완수, 자진하여 추가적인 책임 떠맡음, 조직의 타인에게
도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이니셔티브 차원에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성실성(conscientiousness), 근면(personal industry), 건설적인
제안(making constructive suggestions) 등의 차원이 포함된다.
‘시민의식’(civic virtue)1)은 조직에 대한 거시적 수준의 관심 또는 몰입이다.
이것은 조직통치(예를 들어 회의 참석, 정책토론 참여, 조직이 추구해야 할 전
략에 관한 자신의 견해 피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위협과 기회(예를 들어 조직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분야에서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것)를 찾아내기 위한
환경 감시,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경계(예를 들어 화재위험 또는 의심스런 활동
보고, 문 잠금 상태 점검) 등을 개인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기꺼이 하려
고 하는 의향으로 표출된다. 이 시민의식 차원에는 Organ(1988)의 시민의식(civic
virtue), Graham(1989)의 조직 차원의 참여(organizational participation), George와
Brief(1992)의 조직 보호하기(protecting the organization)가 포함된다.
끝으로, ‘자기개발’(self-development)은 조직구성원 자신의 지식, 기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하나의 예로, George와
Brief(1992)는 고급 훈련 과정을 찾아서 이수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최근 동향을
따라 가거나 자신이 조직에 공헌하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배우
는 행동까지도 자기개발 차원에 포함시켰다.
1) 시민의식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임감에 관한 Graham
(1991)의 논의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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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적 본질
조직시민행동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하위차원들을 거느리는 다차
원 구성개념(multidimensional construct)인 것이다. 그런데 다차원 구성개념은 하
위차원들과의 관계수준 및 관계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Law 등, 1988).
첫 번째 유형은 특정 다차원구성개념이 그 하위차원들에 비해 보다 깊은 수준
(동일 수준이 아님)에서 존재하며 하위차원을 결정하는 경우로 잠재적 구성개념
(latent construct)이라고 부른다. 전형적인 예로는 전반적 정신능력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특정 다차원 구성개념이 그 하위차원들과 동일 수준에서 존
재하며 하위차원들의 대수적 결합 즉, 각 하위차원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합성지
표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인데 총합 구성개념(aggregate construct)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예로는 전반적 직무만족을 들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은 다차원 구성개념이 그 하위차원들과 동일 수준에서 존재하며
그 하위차원들을 대수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대신 하위차원들 간의 적절한 조
합을 통해 다양한 개괄유형들(profiles)을 도출하는 경우로 개괄 구성개념(profile
construct)이라고 부른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는 성격이다.
그런데 다차원 구성개념을 연구하는 데에는 해당 구성개념이 그 하위차원들과
맺고 있는 연관성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 이해가
해당 구성개념의 본질은 물론 연구방법론적 문제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차
원 구성개념과 하위차원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명료화 작업이 결여된 경우, 연구
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Law 등, 1998).
첫째, 동일한 다차원 구성개념을 탐구하면서도 그 본질에 대한 이해 혹은 해
석이 상이함에 따라 연구결과의 체계적 축적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둘
째, 가설은 구성개념 수준에서 세우고, 검증은 하위차원 수준에서 실시한 후, 결
론은 다시 구성개념 수준에서 내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셋째, 보다 넓은 논리
연결망(nomological network) 내에서 해당 다차원 구성개념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간명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김경석(2006)은 앞에서 언급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세 가지의 공식적인 개
념 정의들(Organ, 1988; Graham, 1991; Organ, 1997)에서는 물론 그 외의 어떤 연
구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이라는 다차원 구성개념이 그 하위차원들과 맺고 있는
연관성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조직시민행동
이란 다차원 구성개념은 상기의 잠재적 구성개념, 총합 구성개념, 개괄 구성개
념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직시민행
동을 이들 세 가지 모형으로 해석하는 것의 논리적 타당성과 유용성, 그리고 향
후 연구에의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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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
조직시민행동 개념이 소개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
에 관해 연구하였다(Organ, 1995; Podsakoff 등, 2000; Meyer, 2002).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으로 밝혀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들을 개인 특성 차원, 과업 특성 차원, 조
직 특성 차원, 리더십 행동 차원 등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인 특성 차원’으로 직무만족, 공정성, 조직몰입, 리더에 대한 신뢰 등
의 태도 변수, 성실성, 쾌활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등의 개인 기질 변수,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 등의 역할지각 변수, 근속연수, 성별 등의 인구 통계학
적 변수, 능력/경험/ 훈련지식, 전문직업적 지향성, 독립욕구, 보상에 대한 무관심
등의 개인 능력 및 개인차 변수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인구 통계학적 변
수와 개인 능력 및 개인차 변수는 조직시민행동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직무만족․공정성․조직몰입 등 3가지 요인이 개인 특성 요인을 대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gan, 1995; Podsakoff 등, 2000; Meyer, 2002).
‘과업 특성 차원’에는 과업 피드백, 과업 일상화, 내재적 보상 과업 등의 과
업 특성 요인이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으로 밝혀졌다(Organ, 1995; Podsakoff
등, 2000).
‘조직의 특성 차원’에는 조직의 공식화, 조직의 경직성, 자문/스탭 지원, 집단
응집성, 리더 통제 밖의 보상, 리더와의 공간적 거리, 조직의 지원 등이 있고,
그 중에서 집단응집성과 조직의 지원 변수 이외는 거의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
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Podsakoff 등, 2000; Meyer, 2002).
그리고 ‘리더십 행동 차원’으로 변혁적 리더십, 비전 명시, 적절한 모델 제시,
집단목표 수용 촉구, 고성과 기대, 지적 자극, 조건적(contingent) 보상 행동, 조
건적 처벌 행동, 무조건적(non-contingent) 보상 행동, 무조건적 처벌 행동, 리더
역할 명확화, 리더의 절차 명시, 지원적 리더 행동, 리더-구성원 교환 등의 요인
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 조건적 처벌 행동, 무조건적 보상 행동과 리더 절차 명
시 요인이 조직시민행동과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Organ, 1995;
Podsakoff 등, 2000; Meyer, 2002).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 중 개인 특성 차원의 대표적 요인인 조직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요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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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공정성
공정성(justice or fairness)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철학
적 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Ryan, 1993). 이들의 관점에서 공정성은 지배적인 철
학적 체계와 비교되어 정의되었는데, 철학적 체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조직연구에서는 공정성이 사회적으로 형성되
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행동이 경험적으로 공정
하다고 지각하면 그 특정 행동은 공정하다고 정의되어 진다(Cropanzano &
Greenberg, 1997). 그러므로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판단은 의사결정의 객관
적인 측면과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관련시킴으로써 내릴 수 있는 것
이다. 특히, 조직상황에서의 공정성은 두 가지 유형의 주관적 지각의 선행요인
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두 가지 주관적 지각은 결
과의 분배에 대한 공정성과 결과의 분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절차의 공정성
이다. 학자들은 전자를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후자를 절차적 공정성
(procedural justice)이라고 부르고 있다.
1975년 이전에는 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분배적 공정성에 대해 이루어졌
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교환
이론을 적용한 Adams(1965)의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결과 자체의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공정한
가 여부라는 것이다. 그는 결과가 공정한가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은 자
신의 공헌 또는 투입(예를 들어 교육, 지능, 경험 등)과 자신이 받은 성과의 비
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을 비교 대상의 것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는 공정성을 결정하는 데 형평성(equity)을 사용하였지만, 평등(equality), 필요
(need)도 배분원칙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Thibaut과 Walker(1975)는 공정성 연구에 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하였다. 그들은
중재와 재정과 같은 제3자를 통한 논쟁 해결 절차가 ‘과정 단계’와 ‘의사결정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논쟁자가 각 단계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는 각각 과정통제와 의사결정 통제의 증거라고 하였다. 논쟁자는
과정 단계에서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통제를 기꺼이
포기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갈등 당사자는 자신이 과정 통제(즉, 자신의 주
장에 관한 통제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를 할 수 있다고
지각한다면 절차가 공정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Thibaut과 Walker(1975)의 연구는 주로 법률적 절차에 대한 논쟁자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 반면, Leventhal(1980)은 절차적 공정성의 개념을 조직상황과 같은
비법률적 상황으로 확대시켰다. 그는 절차가 공정하다고 지각되기 위해서는 의
사결정 절차가 다음의 여섯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과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 ∙ 217

절차가 사람과 시간에 있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절차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절차가 의사결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고 사용되고 있
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결점이 있거나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절차에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절차가 개인적이거나 보편적인 윤
리 또는 도덕성 표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여섯째, 절차가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
는 여러 집단의 의견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Bies와 Moag(1986)는 절차가 집행될 때, 사람들이 받는 대인간 대접(interpersonal
treatment)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공정성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공정성의 이러한 측
면을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이라고 불렀다. 상호작용 공정성은 사람
들을 대접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진다(Greenberg, 1990). 첫 번째
형태는 대인 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절차를 집행하거나
성과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된 권위자 또는 제3자가 예의를 갖추고 품위 있게 그
리고 존경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두 번째 형태는 정보 공정성
(informational justice)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절차가 특정 방법으로 집행된 이유 또
는 성과가 특정 방식으로 배분된 이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설명에 관한 것이다.
학자들이 공정성을 연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정성이 성과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 성과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시민행동이다. Organ(1990)은 사
회적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공정성을 많이 느끼면 조직시민행동을 많
이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20개의 연구들에 대해 Organ
과 Ryan(1995)은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이타성
(altruism) 차원 사이에는 0.24, 일반화된 순응(generalized compliance) 차원 사이
에는 0.27의 상관계수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김호균(2007)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2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인식
하는 조직공정성,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첫
째,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의 정도가 긍정적일수
록 조직신뢰 정도가 높고 둘째, 조직신뢰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2) 직무만족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직무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개념이다. 직무만족은 대체로 전반적인
직무만족(overall or global job satisfaction)과 직무 그 자체, 임금, 승진, 감독 및
동료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요소에 대한 만족 즉, 요소종합 직무만족(fa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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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job satisfaction)을 포함한다.
Organ과 Ryan(1995)은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 하위차원과의 관계를 밝힌 연
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의 이
타성 차원과는 평균적으로 0.28, 일반화된 순응 차원과는 0.28, 예의성, 스포츠맨
십, 시민의식 등의 여타 조직시민행동 차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odsakoff 등(1996의 메타분석 결과도 Organ과 Ryan(1995)
의 메타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의 이타
성 차원과는 평균적으로 0.31, 예의성 차원과는 0.25, 양심성 차원과는 0.28, 스포
츠맨십 차원과는 0.30, 그리고 시민의식 차원과는 0.19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3) 조직몰입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사람들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조직에 대
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Allen과 Meyer(1990)는 조직
에의 정서적 애착, 조직을 떠남으로써 부담하는 비용,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 등 3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된 조직몰입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구성요소
는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이라고 부르며, 조직에의 감정적 애착, 조직
과의 동일시, 조직에의 관여 등을 말한다. 둘째 구성요소는 조직을 떠남으로써 부
담해야 되는 것으로 느끼는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이다. 마지막 구성요소는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으로 불리
는 것으로 사람들이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의무감을 가리킨다. 오늘
날까지 조직몰입 연구에서 이 세 가지 요소 조직몰입 모형이 지배적이었다. 그러
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들이 축적됨에 따라 이 모형은 실증연구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다(Allen & Meyer, 1996; Meyer, Stanley, Herscovitch,
& Topolyntsksy, 2002).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척도를 수정하였다(Powell & Meyer, 2004). 그렇지만 실증연구 결과 일
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변수의 조작화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뿌리 깊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Ko 등(1997)
은 주장하였다.
Solinger 등(2008)은 조직몰입의 3요소 모형을 비판하고, 표준적인 태도이론에
근거하여 조직몰입을 새롭게 개념화하였다. 그들은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태
도로 보아야 하며,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은 특정 행동(즉, 남아 있을 것인
가 혹은 떠날 것인가)에 대한 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3
요소 모형은 조직몰입에 대한 일반적인 모형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대신 이직을
예측하기 위한 구체적 모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Soling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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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은 조직몰입이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3요소 모
형을 버리고,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으로 정의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매우 많다. 그 중에
서 Meyer 등(2002)은 22개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직몰입
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에 미국 내 표본의 경우에는 0.26, 미국 외 표본의 경우에
는 0.46의 수정 상관계수가 존재함을 밝혔다.

5. 조직시민행동의 결과
조직시민행동 연구 초기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에 관
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조직시민행동의 결과에 관한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조직시민행동의 결과에 관한 연구는 크게 2가지 이슈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이슈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이 관리자의 구성원에 대한 업적평가와 임금
인상, 승진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며, 둘째 이슈는 조직시민행동
의 조직성과 및 조직성공에 미치는 영향이다.
MacKenzie와 그의 동료들(1991)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조직시민행동이 관리
자의 부하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이유 중에서
2가지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주고, 호의를 베풀
거나 공평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보답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하의
조직시민행동이 관리자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관리자는 그 부하
에게 좋은 업적평가를 하여 보답할 것이다. 둘째, 관리자가 부하를 평가할 때는
관리자들은 특이한 정보를 찾게 되는데, 원래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에 의해 요구
되지 않는 행동이므로 관리자의 눈에는 조직시민행동이 특이한 행동으로 보여
관리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Podsakoff 등(2002)은 조직시민행동과 객관적인 업적이 업적평가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을 연구한 7개의 현장연구 결과를 요약하였다. 그 결과, 11개의 표본
에서 평균적으로 업적평가 분산의 9.5%를 객관적 업적이, 42.9%를 조직시민행
동이, 61.2%를 조직시민행동과 객관적 업적의 결합이 각각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은 주관적으로 평가한 ‘역할내수행’(in-role performance)
과 ‘역할외수행’(extra-role performance)이 업적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
한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요약하면, 평균적으로 역할내 업적이 단독으로
업적평가 분산의 9.3%, 역할외(맥락) 수행이 단독으로 업적평가 분산의 12.0%,
두 개를 결합하면 업적평가 분산의 42.0%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또한 역할내수행과 조직시민행동을 조작함으로써 업적평가 또는 보상
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실험연구들을 요약하였다. 그 결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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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시민행동이 여러 중요한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Organ(1988)은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최초의 정의에서 조직시민행동은 모아져
서 조직유효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오랫동안 검증을 받지 않
은 상태에서, 개념적 개연성에 근거하여 받아 들여져 왔다. Podsakoff와
MacKenzie(1997)는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시민행동은 동료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둘
째, 조직시민행동은 관리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셋째, 조직시민행동은 보다
생산적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여유 자원을 만든다. 넷째, 조직시민행동은 희
소 자원을 순전히 유지기능에만 써야 할 필요성을 줄여준다. 다섯째, 조직시민
행동은 팀구성원과 작업집단 간 활동을 조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여섯째,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을 일하기가 보다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어서 조직이 우수
한 사람들을 유인하고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준다. 일곱째, 조직시민행동
은 조직성과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으로 하여금
환경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조직시민행동이 집단 혹은 조직유효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학자는 Karambayya(1990)이다. 그녀는 고성과 작업집단에 속해
있는 종업원이 저성과 작업집단에 있는 종업원보다 더 많은 조직시민행동을 수
행하였음을 밝혔다.
최근에 Podsakoff 등(2000)은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유효성의 관련성을 밝힌 연
구들을 정리한 결과,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유효성은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은 대
체로 지지되고 있다고 하였다. 평균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이 양적으로 측정한 성
과 분산의 19%, 질적으로 측정한 성과 분산의 25% 이상, 고객 서비스 지표 분
산의 대략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민과 김대원(2004)은 서비스
접점에 위치해 있는 일선 행정관료들의 조직시민행동이 민원들이 인지하는 서
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Ⅲ. 조사 설계
1. 연구모형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조직시민행동은 도입된 이후로 많은 학자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크
게 구분하면 다음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조직시민행
동의 형태 혹은 차원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요인이 조직시민행위
를(에) 결정(선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조직시민행동과 집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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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조직성과와의 관련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Podsakoff 등(2000)이 분류한 개인 특성 요인, 과업 특성 요인,
조직 특성 요인, 리더십 행동 요인 등의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 중에서 개인
특성 요인에 해당하는 직무만족, 조직공정성,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 또한 직원의 조직시민행동이 관리자의 직원에 대한 업
적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하나의 모형에서 밝히고 있다. 즉, 상
기 주제를 하나의 모형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을 그
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개념화 및 조작화
1)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 구성개념의 본질을 잠재적 구성개념, 총합 구성개념, 개괄 구성
개념 등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을 하위차원들의 대수적
결합에 의한 총합 구성개념으로 보았다.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을 Van Dyan 등
(1994)이 주장한 충성(loyalty), 복종(obedience), 참여(participation)의 하위차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Van Dyne 등(1994)이 개발한 문항 중 본 연구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
외하고, 충성 차원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 복종 차원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 참
여 차원 중 옹호적 참여(advocacy participation), 기능적 참여(functional participation),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 등 총 14개의 문항으로 조
직시민행동을 측정하였다. 14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성
차원을 측정하는 1개의 문항과 옹호적 참여 차원을 측정하는 1개의 문항은 다른
요인과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이고 있어 이 문항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직시민행동 변수는 Van Dyne 등(1994)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충성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 복종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 참여를 측정하는 5
개의 문항 등 총 12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전적으로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자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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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요인분석 결과 <표 1>에서 후술됨).

2) 직무만족
Brayfield와 Rothe(1951)의 직무만족 지표 중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와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의 2개
문항으로 전반적 직무만족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전적으로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2개 문항의 평균치로
측정하였다.

3) 조직공정성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을 잠재변수로 취급하고,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을 조직공정성의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로 사용하
지 않았다. 분배공정성은 “나의 직무에 대해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적당하다”,
“내가 받는 보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정하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절차공정성은 “나의 상관은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먼저 수집하려고 한다.”, “나의 상관은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내려진 타당한 이유를 설명한다.”, “나의 상관은 자기가 결정한 사항
에 대하여 부하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
하였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전적으로 그렇다’)의 Likert식 5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배공정성 2개의 문항과 절차공정성 3개 문항의
평균을 구하여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각각 측정하였다.

4) 조직몰입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구성요소 중 정서적 조직몰입만을 Meyer와 Allen
(1984)이 개발한 문항 중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문항들은 “나는 우리 발전소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우리 발전소
구성원의 한 사람임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나는 다른 사
람들에게 우리 발전소에서 같이 근무할 것을 권유할 의향이 있다.”이다. 그리고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전적으로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
를 사용하였고, 3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5) 성과
성과는 “나는 우리 부서의 목표달성에 기여도가 높다”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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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이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전적으로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준공공부문의 하나인 A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의 세부과제인 조직행정 및 절차서 분야 평가 자료수집 과정에서 이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부가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PSR 관련 설문과 함께 안전부, 기계부, 전기부, 계측제어부, 계통기술부, 정비기
술부, 방사선안전부, 발전부, 연료부, 화학기술부, 설비개선부,

품질보증부 등

12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과장 이하 전체 직원 436명 중 층화표본추출방법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140명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133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
다. 설문지는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하는 14개 문항,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2개 문
항, 조직공정성을 측정하는 5개 문항,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3개 문항, 성과를 측
정하는 1개 문항, 그리고 기초적 인적사항을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4. 통계분석 기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알아보기
위해 SAS 9.1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공통변
량 추정방법으로는 다중상관자층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사용하
였으며,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요인 사이의 상관이 존재한다고 가
정할 수 있어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중 Harris-Kaiser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회전시켰다.
그리고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4.01을 활용하여 구
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현상 속에 숨어 있는 변수들의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측정오차를 통제
할 수 있고,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며,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여
널리 사용되는 통계분석 기법이다. 그런데 본 연구모형에서는 잠재변수가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경로분석(path analysi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수들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4.0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으며, 변수들 간의 대략적인 관계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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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조직시민행동 측정도구의 수렴타
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Van
Dyne 등(1994)이 확인한 5개 차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본 요인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요인의 개수는 두 개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충성 차원을
측정하는 1개 문항과 옹호적 참여 차원을 측정하는 1개 문항은 2개 요인에 동
시에 높은 요인적재량을 갖고 있었다.
<표 1> 요인분석 결과
설문 문항
나는 외부인에게 우리 발전소가 호의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한다.
나는 외부의 위협(예: 기구축소)에 대해 우리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우리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발전소를
나쁘게 이야기 할 때, 나는 우리 발전소를 옹호하지
않는다.**
나는 외부인에게 우리 발전소가 근무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근무 중에 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업무수행 시 정해진 마감기한을 잘 지키지
않는다.
나는 항상 정시에 출퇴근한다.
나는 작업규칙과 상부의 지시를 잘 따른다.
나는 직무수행 상 필요한 때만 직무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나는 직장에서 종종 창의적인 제안을 한다.
나는 업무 향상을 위해 필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공유한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책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발전소에서 옳고 그름을 평가할 때,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한다.**
고유값
설명비율(%)
*Van Dyne 등의 조직시민행동 차원
** 분석에서 제외된 문항

차원*

요인1

요인2

충성

.87

-.09

충성

-.08

.41

충성

.36

.27

충성

-.13

.79

복종

-.21

.46

복종

.11

.63

복종
복종

-.11
.21

.86
-.49

사회적 참여

.94

-.11

옹호적 참여

.73

-.06

기능적 참여

.24

.43

사회적 참여

-.13

.77

기능적 참여

-.46

.18

옹호적 참여

.57

.59

3.67
26

3.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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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들의 평균은 3.55에서 4.02 사이의 값을,
표준편차는 0.48에서 0.82 사이의 값을 갖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변수
들 간에 0.40에서 0.70 사이의 매우 높은 상관계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관계수들은 유의수준 0.0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2>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변수
1. 조직시민행동
2. 직무만족
3. 분배공정성
4. 절차공정성
5. 조직몰입
6. 업적
*** p < 0.001

평균

표준편차

4.02
3.66
3.55
3.65
3.82
3.95

.48
.82
.64
.69
.65
.68

1

2

.59***
.43***
.52***
.66***
.54***

3

4

5

6

.63***
.51*** .60***
.63*** .70*** .66***
.40*** .49*** .52*** .61***

3.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최초 모형은 <표 3>와 같이 적합도가 매우 낮아
AMOS에서 제공하는 수정지수에 근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모형은 오차
의 공분산을 추가한 모형이다.
<표 3> 모형 비교
모형
최초 모형
최종 모형

2

χ

30.274
12.384

자유도
4
3

TLI

CFI

0.957
0.980

0.992
0.997

RMSEA
0.223
0.154

<표 3>에서 이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차의 공분산을 추
2

가함으로써 χ 이 18.11 낮아지고, RMSEA가 0.069 감소하였다. 그러나 TLI 및 CFI
적합도 지수 상으로는 지수가 0.9보다 커서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RMSEA가 0.1보다 커서 수정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AMOS에서 제공하는 다른 하나의 수정지수인
직무만족과 업적 변수 오차 사이에 공분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모형을 수정하면
2
자유도는 1 감소하지만 χ , TLI, CFI, RMSEA 모두가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 그러

나 이모형은 해석가능성이 낮아 <그림 2>를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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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모형

최종 모형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절차공정성
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결과들과는 다르게 조직공정성 차원 중 분배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미약
하기는 하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은
개인의 업적평가에 매우 높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조직몰입 등이 설명하지 못한 오차와 조직시
민행동이 설명하고 남은 오차 사이에는 공분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직무만족, 조직공정성,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이 개인의 업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직무만족과 성과가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이 직무만족과 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조
직시민행동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과 같이 직무만족은
거의 모든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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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직무만족은 조직시민행동의 대표적인 선행요인이라는 사실이 지지되었다.
둘째, 조직공정성 차원 중 분배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조직공정성 차원 중 절차공정성은 분배공정성과는 다르게 조직시민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넷째,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매우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시민행동은 이 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업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시민행동과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으로 첫째, 기존 연구의 반복연구로서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여 연구결과 축적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한발 더 나아
가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과 조직시민행동과 성과와의 관계를 기존의 연구와
는 다르게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하나의 모형에서 확인하였다는 것이 이
론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조직 관리자들이 조직구성원들
의 조직시민행동 수행을 촉진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업적을 높일 수 있다. 조
직시민행동은 조직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사에 따른
행동이지만 수행되기만 하면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무만족, 절
차공정성, 조직몰입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무만족, 절차공정성, 조
직몰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6개의 변수가 사용되었고, 그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25개 설문문항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문항들의 해당 구성개념으로의 수렴타
당도와 구성개념 사이의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지 못했다. 게다가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하는 14개 설문문항의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요인분석에서 이 문항
들이 속하는 3요인 또는 5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석 가능한 요인으로도
적재되지 않았다. 또한 개인별 업적(성과) 변수는 조직에서 근무성적평정 점수
와 같이 상관에 의해 측정되어야 더 정확하나, 실제 자료수집상의 어려움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자의적 판단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타
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동일방법 측정오류(common method bias)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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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동일한) 측정방법(예: 설문조사)만으로 동일 대상에게서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를 포함한 제 변수를 측정하면 연구방법론 상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심각하
게 위협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Podsakoff 외, 2000).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타당성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직무만족, 조직공정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업적을 하나의
설문지를 통해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측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직무만족,
조직공정성, 조직몰입은 직원으로부터, 조직시민행동은 상관으로부터 측정하고,
그리고 업적은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면 동일방법 측정오
류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변수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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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or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n Performance
Young Chai Yoon･Kwang Soon Le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robust predictor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whether organizational citizenship (OCB) behavior influenc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individuals who display OCB in organizations. Data were
gathered from 133 employees of quasi-public organizations through a questionnaire,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data analysis was employed. The findings
drawn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a) job satisfaction positively influenc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 distributive justice negatively influenc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 procedural justice positively influenc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

organizational commitment positively

influenc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fluences performance.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further
discussed in the study.
【Key word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commit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