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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의 기업들은 세계화와 정보화 등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

에서 적응하여 운영중이다. 공공기관 역시 환경변화에 적응할 것을 점점

더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비롯

하여, 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하여 부채감축 및 방만

경영에 대하여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 부서간,

구성원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기관 내 모든 업무에 대하여 명확

하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구성원이 승진이나 급여 등의 보상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조직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돕는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

고 있다.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의 반대 개념으로서 반생산적 과업행동이

나 비조직시민행동도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학계에

서는 조직시민행동과 비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조직공정성에 대하

여 주목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LH로 선정한 이유는 통합 공기업으로서 조직공정성의

중요성이 타기관보다 높으며, 통합 이후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여 지금까

지 경험하지 못한 전사적 사업조정 과정에서 전 조직원이 정해진 역할

이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직중인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고

조직공정성, 조직시민행동, 비조직시민행동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으며, 이들 변수의 관계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과

는 정(+)의 관계가, 비조직시민행동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조직공정성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이나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에도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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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나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공정성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절차공정성과 상

호작용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분배공정성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비조직시민행동에는 상호작용공정

성만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시

민행동이나 비조직시민행동에는 상호작용공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 순서로 나

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긍정적인

조직시민행동을 증진하고 부정적인 비조직시민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직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분

배공정성의 획기적인 개선이 자체적으로 어려운 공공기관의 한계와 통합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출신이 다른 구성원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인관계적 상호작용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전 임

직원이 기울이는 것이 조직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조직시민행동을 증진하

고 비조직시민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기업성과를 제고하고, 통합기관의 조직 유효성을 증진함으로써 화학적

통합을 조기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솔직한 답변에 대한 확신이 어

렵다는 점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역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한계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다 깊

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조직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조직시민

행동, 비조직시민행동, 반생산적 과업행동

학 번 : 2013-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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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에 대한 인식이

공공기관 구성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21세기 기업

들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다양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

하며 운영중이다. 공공기관 역시 더 이상 과거의 독점적 지위에 머무르기

보다는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민간기업 수준의 효율적 경영을

요구받는 동시에,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책목표의 완수를 강하게 주문받고

있다. 공공기관을 둘러싼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민간경영기법 중 성과연봉제의 도입과 부서간

경영평가 편차 확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내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서간 협업이나 개인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한 성과연봉제 등의 제도가 오히려 개인간

· 부서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승진

이나 임금 등의 보상이 없더라도 헌신적이고 자발적이며 규정을 초월하여

조직의 각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돕는 조직원의 행태(Organ,

1988)로서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타성, 양심성, 예의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을

포함하는 조직시민행동은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으로서 조직내

건전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행동(Positive

behavior)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직무행동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조직시민행동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조직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행동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동료와 다투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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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도적으로 지각이나 결

근하는 경우나 일부러 업무속도를 늦추는 경우도 존재하며, 심지어는 회

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Hollinger(1986)은 이

러한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을 가르켜 반생산적 과업행동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CWB)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반생산적 과업행동이 과업 중에 발생하는 행동으로서 과업상의 행동이라

고 보기 힘든 파업과는 다른 차원의 행동이지만, 실제로 반생산적 과업

행동이 주는 어감상 파업을 연상하게 되는 등의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반생산적 과업행동을

조직시민행동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비조직시민행동으로 재정의하고 논의

를 진행하였다.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는 민간기업이나 경찰조직 등 공무원 조직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

뤄지지 않고 있다. 비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 역시 아직까지 초

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마저도 지방공무원이나 생산직 근로자 등

을 대상으로 소수의 연구가 이뤄졌을 뿐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바람직

한 문화형성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시민행동의 수준을

진단함과 동시에 비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도 탐색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한편, 조직시민행동과 비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으로 개인특성요인과

상황특성요인이 존재한다.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성향과 동기수준은 개인

특성요인으로 분류되며, 조직공정성과 역할특성 그리고 직무특성은 상황

특성요인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공공기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은 개인특성요인 보다는 상황특성요인이며, 상황특성요인

중에서도 조직공정성이 핵심적인 요인이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여, 조직공정성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조직공정성는 분

배·절차·상호작용 공정성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연구되

고 있는데, 각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직무태도 및 직무행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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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조직의 경영성과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

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민간기업이나 공무원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가 공공기관에도 적용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통합 공기업에서의 조직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조직공정성의 구성요소별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조직공정성의 구성요소의 영향력에 대하여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제도운영의 결과 뿐만 아니라 결과도출 절

차의 중요성과 상호관계와 같은 조직내 건전한 상하관계 문화형성의 중

요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직공정성과 비조직시민행

동 사이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국내에서 드물게 연구되고 있는 비조직

시민행동에 관한 연구가 공공기관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설로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통합전 출신기관

별로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 통합

등 정책결정에도 간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급

별로 조직시민행동과 비조직시민행동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조직시민행동과 낮은 수준의 비조직시민행동이 상사-부하 및 동료간 교

환의 질을 높여 결과적으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 역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LH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

책에 따라서 ‘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설립

되었다. 통합조직의 경우에는 경영환경이 더욱 불확실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며,

통합 과정에서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면밀하게 검토하지만, 통합 이

후 예상치 못한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조직에 필요한 세부 행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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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모두 기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통합

이후 조직의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규정된 역할내 행동 뿐만 아니라 조

직구성원의 자발적인 협조와 희생을 기반으로 한 조직시민행동이 더욱 필요

하다(George & Brief, 1992). 아울러, 통합공사에 기대되는 통합 시너지의 발

휘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의 요체가 조직시민행동, 즉 자신의 성과와는 관련

이 없지만 조직과 동료를 위한 행동을 기초로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

합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

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LH는 통합 직후인 2010년,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발행이 중단

되는 유동성 위기를 국회 및 정부 설득을 통해 LH공사법에 손실보전조항을

신설1)하는 등의 신용보강조치를 통하여 유동성 위기를 넘겼으며, 2010년

부터 2012년에 걸쳐 전국 138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업취소·연기

등 사업조정(Downsizing)2)을 추진하면서 지역민과 정치권·정부·언론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무역량을 초과한 사업량을 대폭 감축

(112조원)하였으며, 현재까지도 LH가 보유한 과다한 부채수준3)의 해소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
이 생긴 때에는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보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이익준비
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개정 2010.12.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공익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임대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각 사업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6.>

2) 사업조정 현황 및 연 사업비 추이

구분 사업 착수 행정절차 완료 행정절차 진행 협의완료

사업지구(수) 27 55 2 54

구분 ‘09 ‘10 ‘11 ‘12 ‘13

사업비(조원) 42.7 42.5 30.7 26.1 20.1

3) LH 재무현황 (단위 조원)

구분 ‘09 ‘10 ‘11 ‘12 ‘13

자산 130.0 147.9 158.5 167.8 173.4

부채 109.2 121.5 130.6 138.1 142.3

회계상부채 34.1 29.9 32.8 34.2 36.7

금융부채 75.1 91.6 97.8 103.9 105.6

자본 20.8 26.4 27.9 29.6 31.1

부채비율 524% 461% 468% 466% 458%

금융부채비율 360% 347% 350% 351%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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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LH 보도자료, 2013.10). 이 과정에서 조직구성원

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내 행동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경영정상화가 늦어졌을 것이다. 즉,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의 노력이 잠재되어 있

었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조직시민행동은 현대 조직, 특히 공공기관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LH가 통합으로 신설된 공기업이라는 점과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LH를

대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이 필연적으로 출신간 상이한 조직의 융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인사제도 등 조직 내 각종 제도의 통합과정에서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조직갈등으로 작용하여 경영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정성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이

낮아지거나 비조직시민행동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서 LH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할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직공정성 인식이 공공기관 구성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고, 참고

문헌을 통한 이론적 방법과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조사방법을 병행하

였다. 설문조사 방식이 지닌 역인과관계 가능성에 대하여 보완하기 위하

여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결과는 제5장 결론에 연구의

한계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행정학 관련 문헌과 조직행동론과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들을 고

찰하여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및 비조직시민행동의 개념과 구성요

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조직공정성이 공공기관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

수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6 -

셋째, 각 변수의 측정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선행연구

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일부 문항만 공기업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목적과 필요성, 연구대상과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및 비조직시민

행동에 대한 개념과 관련 논의를 소개하고,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그

리고 조직공정성과 비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은 연구설계로서 변수를 확정하여 조작적 정의를 하고 가설을 설

정하여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설계하는 한편 측정결과를 분

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제4장은 실증적 분석으로서 제3장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공기업 정책 및 경영에 대한 제언과 함께, 연구결과의 한계 및 향후 연

구과제를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개관하는 체계도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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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조직공정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공정성의 개념

조직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위를 설명하는 핵심적 이론으로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조직공정성이란 조직 내에서 운영중인 모든

제도와 의사결정과정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직구

성원의 지각을 말한다(황호영·최영균, 2003). 조직공정성은 사회심리학자인

Adams가 제시한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 Adams(1963)

는 Festinger의 인지부조화이론(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을 활용하여,

조직원은 자신의 조직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

단하는데, 이때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행동함으로써 균형을 찾는다고 하였다.

즉, 불공정한 상태를 지각한 경우, 인지부조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를 줄

이거나, 비교대상을 바꾸거나, 극단적인 경우 조직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어 기업의 성과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Daft, 2008). Greenberg (1990)는 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조직행위의

결과변수들을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Alexander & Ruderman

(1987)은 공정성이 조직원의 태도, 조직성과, 상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변수

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유명근․양회창, 2013, 재인용).

조직공정성에 대한 이론을 요약하면, 자신이 조직에서 공정하게 처우

받고, 평가 받는다고 인지할수록 긍정적 직무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정

석환, 2012). 이상의 논의에 따라 조직공정성은 채용상의 공정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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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관리, 임금, 근무평정, 승진, 교육훈련, 포상 등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말한다.

2. 조직공정성의 유형

조직공정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분배공정성은 투입(직무경험, 교육수준, 노력, 기술

등)과 산출(승진, 급여, 배치, 인정·평판 등)의 비율로서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지각되면 이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반대의 경우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Adams, 1963). 하지만, 유기체와 같은 조직의 다양한 환

경에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들을 설명하기에 분배공정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한 한계로부터 제도와 계획이 수립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Folger & Greenberg & Tyler, 1987)에 따라서 절차공정성

(procedural justice)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분배공정성이 주로 결과적 공정성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 절차공정성은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규칙·절차가 얼마나 공정하였는지에 관심이

있다. Leventhal 등(1980)은 절차공정성를 7가지 구성요소와 6가지 평가

법칙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구성요소는 의사결정자 선발, 보상평가규칙

설정, 정보수집 방식, 의사결정 과정, 이의제기 과정, 권한남용 방지장치,

변경기제 활용가능성으로 정의하는 한편, 평가법칙으로 일관성

(consistency), 편파배제(bias suppression), 수정가능성(correctability), 정

확성(accuracy), 윤리성(ethicality),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제시하

였다. 절차공정성에 대한 후속연구는 절차공정성 인식이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직무동기,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등과 같은 다양한 직

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Moorman, 1991; Niehoff &

Moorman, 1993). 하지만, 조직 내의 구조적이면서 공식적인 결과나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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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기존의 연구들이 상급자와 조직원간 교호작용 등 관계적 측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Greenberg가 제시한

상호작용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이 추가되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상호작용공정성은 상사나 의사결정자의 태

도와 같은 비공식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공정성이 다르게 인

식된다는 것이다. 즉, 분배공정성이나 절차공정성이 낮게 인식된다 하더

라도,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에 따라서 조직공정성의 인식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Bies & Moag(1986)는 ‘절차-상호작용-결과’의 3단계로

공정성이 구성된다고 보고, 상호작용공정성이 절차공정성 및 분배공정성과

구별됨을 강조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

는데, Lind & Tyler(1998)는 상호작용공정성이 의사결정 절차상의 특징

이므로 절차공정성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지만, Cohen-Charash &

Levy(2001)는 조직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상호작용

공정성이 구별됨을 증명하였고, 의사결정 과정상의 절차공정성과, 그 과정

에서의 인간관계적인 대우의 질에 대한 인식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며,

그 효과와 역할 역시 다르다는 것이 연구 추세이다(Greenberg and Lind,

2000; 이재훈․최익봉, 2004; 신철우, 2004; 최낙범, 2012, 재인용).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상호작용공정성을 대인관계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와 정보공정성(informational justice)로 구분하기도 한다

(Greenberg & Colquitt, 2005; Thurston & Mcnall, 2010). 대인관계공정

성은 의사결정자가 조직원을 대할 때 드러나는 존중 등 호의적 태도에서

인식되는 것이고, 정보공정성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제공의 량과 정확

성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직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분배·절차·상호작용공정성의 ‘3요인 모델(Three factor model)'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3요인 모델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 10 -

[표 2-1] 조직공정성 유형

연구자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Sayles(1958)

〇 - -Homans(1961)

Adams(1963)

Alexander & Rudman(1987)

〇 〇 -

Folger & Greenberg & Tyler(1987)

Folger & Konovsky(1989)

Moorman(1991)

McFarlin & Sweeny(1992)

Niehoff & Moorman(1993)

〇 〇 〇

Skarlicki & Folger(1997)

Hendrix et al.(1998)

Schaffe(1998)

Field et al.(2000)

Cropanzano et al.(2007)

Greenberg & Colquitt(2005)

〇 〇
대인관계공정성

정보공정성Thurston & Mcnall(2010)

참조 : 최영기·서재철(2011). “조직공정성이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미치는영향”

3. 조직공정성에 관한 선행연구

조직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유형화하면, 앞서 살펴본 조직공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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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차원에 대한 연구와 조직공정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하위차원에 대한 연구는 분배공정성만으로 연구되다가, 분배공정

성과 절차공정성의 2요인이론으로 확장되었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상호

작용공정성까지 포함한 3요인이론으로 발전되었다(최낙범, 2011). 조직

구성원이 직장에 대해 느끼는 의미도 과거의 단순한 돈벌이나 생계수단

에서 정체성이나 인정 등 보다 고차원적이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나 절차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소속 집단에서

유대관계를 맺는 타인과의 관계적 측면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

라서 앞으로도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공정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주로 조직몰입·직무만족·조직시민행동 등의 직무태도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직공정성이 조직행동의 예측 변수로 고려되어 왔

지만, 분배공정성 보다는 절차공정성이 조직결과 변수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Folger & Konovsky, Sweeny & McFarlin, 1993).

즉, 절차공정성은 분배공정성에 비해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성과 변수에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분배공정성은 절차공정성에 비해 직

무만족, 임금만족, 상사만족과 같은 개인수준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Folger & Konovsky, 1989). 하지만, 연구자나 연구대상에

따라서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으나, 크게 보았을 때에는 절차공정

성은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 차원의 변수를,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과 같은

개인 차원의 변수를 예측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 한편, 상호

작용공정성은 주로 직무만족이나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Moorman, 1991; Thurston & Mcnal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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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주제 대상 가설 결과

임준철외

(1998)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S전자

1,456명

절차공정성이분배공정성보다

조직몰입에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이분배공정성보다

직무만족에영향
기각

배귀희

(2007)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조직신뢰와 조직몰입

매개변수

연구직

230명

분배공정성은조직몰입에정의영향 기각

분배공정성은조직신뢰에정의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은조직몰입에정의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은조직신뢰에정의영향 채택

분배공정성과절차공정성은

조직신뢰와조직몰입을매개로

조직시민행동에정의영향

채택

박순애외

(2011)

조직공정성과 경력정체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A공단

485명

절차공정성은보상과승진만족에

정의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은직무몰입에정의영향 채택

서인석외

(2011)

정부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공정성, 조직시민행동의

인과구조

정부조직

241명

분배공정성과절차공정성이

조직신뢰에영향
채택

조직신뢰가조직시민행동에정의영향 채택

분배공정성이조직시민행동에정의영향 기각

Folger &

Konovsky

(1989)

임금인상 결정시 분배/절차

공정성의 영향

일반기업

217명

절차공정성은조직몰입과

상관신뢰에영향
채택

분배공정성은직무태도에영향 기각

Moorman

(1991)

공정성과 직무만족 및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

일반기업

225명

분배·절차·상호작용공정성은

직무만족에영향
채택

상호작용공정성은조직시민행동에영향 채택

McFarlin

&

Sweeney

(1992)

분배/절차 공정성이

개인만족과 조직결과에

미치는 영향

은행원

675명

조직몰입과같은직무태도에는절차

공정성영향이분배공정성보다크다
채택

직무만족과같은개인태도는분배

공정성영향이절차공정성보다크다
채택

Schminke

et al.

(2000)

조직구조가 절차 및

상호작용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11개

기업

409명

집권화경향은절차공정성에부의영향 채택

조직규모는상호작용공정성에부의영향 채택

공식화는절차공정성에영향 기각

[표 2-2] 조직공정성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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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주제 대상 가설 결과

Thurston

& Mcnall

(2010)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인식

4개

기업

188명

분배공정성은구성원의성과평가

만족에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은구성원의성과평가

만족에영향
채택

대인관계공정성과정보공정성은

구성원의상사에대한만족에영향
채택

박철민

김대원

(2003)

조직공정성이 상관신뢰와

공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지자체

256명

절차공정성은조직몰입에영향

(분배공정성에비해큰영향)
채택

분배공정성은상관신뢰에영향 채택

고종욱

서상혁

(2003)

공정성이 지방공무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시

371명

분배공정성이직무만족에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조직몰입에영향 기각

박종주

류지원

(2006)

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과 행정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전북

공무원

169명

상호작용공정성은조직몰입에정의영향 채택

상호작용공정성은조직시민행동에

정의영향
채택

신현호

(2010)

성과중심 보수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7개

공기업

308명

분배공정성이직무만족에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이직무만족에영향 채택

분배공정성이조직몰입에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이조직몰입에영향 채택

정석환

(2012)

공무원이 인지하는

조직공정성 요인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공무원

407명

분배공정성이직무만족에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이직무만족에영향 채택

상호작용공정성이직무만족에영향 채택

분배공정성이조직시민행동에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이조직시민행동에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조직시민행동에영향 채택

이화종

(2012)

직무특성과 조직공정성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영향

LH

165명

분배공정성이직무만족에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직무만족에영향 기각

분배공정성이조직몰입에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이조직몰입에영향 채택

최낙범

(2012)
조직공정성의 조직몰입 영향

경찰

303명

분배공정성이조직몰입에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이조직몰입에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조직몰입에영향 채택

자료 : 박순애․정선경(2011), “조직공정성과 경력정체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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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시민행동의 개념

Katz & Kahn(1966)은 조직 내에서의 행동을 공식적인 역할에 의한

행동과 자발적인 행동으로 구분하고, ‘공식적인 역할 이상의 행동’을 조

직시민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

1980년대에 들어 Smith, Organ & Near(1983)는 조직시민행동을 규정에

명시된 공식적 역할 이상으로 이뤄지는 조직에 유익한 구성원의 행동이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Bateman & Organ(1983)은 공식적인 보상이나 제

재와 무관하게 조직구성원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행동의 유무가 결정

되는 비공식적인 기여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윤철완, 2004, 재인용).

현재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Organ(1988)가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자유재량의 행동으로서 공식적 보상시

스템에 의해 보상되지 않더라도 조직의 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추가적 행동이나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이다. 조직

시민행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친사회적 조직행동(prosocial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자발성(organizational spontaneity), 맥락수

행(contextual performance), 시민조직행동(civic organizational behavior)

등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되었다(Greenberg, 2009).

[표 2-3] 조직시민행동의 유사 용어

조직시민

행동

본연의 직무는 아니지만 조직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직무외행동

Katz & Kahn

(1966)

친사회적

조직행동

조직내 동료의 후생을 증진하는 행동

(주로 개인에 대한 OCB)

Borman & Motowidlo

(1986)

조직자발성 조직유효성을 증진하는 혁신적 자발적 행동 George & Brief(1992)

맥락수행
자발적 부가업무 수행, 불편을 감수하면서 조직

내 규칙·절차 준수, 자발적으로 동료와 협력

Borman & Motowidlo

(1993)

역할외행동 직무기대 이상의 조직에 이익을 주는 행동
Van dyne, Cummings

&McLean-Parks(1995)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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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는 Smith, Organ & Near(1983)가 조직시민행

동을 특정인에 대한 이타주의(altruism)와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대한 일

반화된 순응(generalized compliance)의 이차원으로 구분한 이후 조직시

민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Williams 등(1986)은 Smith 등(1983)의 연구에서 제시된 16개 항목을

분석하여 이타주의, 양심성, 참여의 세가지 요소로 정리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의 다른 유형으로 스포츠맨십, 예의성, 시민정신(Organ,

1998), 고발(Miceli & Near, 1988)이 있으며, 양심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

예의성, 이타주의로 구성되는 것으로도 연구되었다(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 1990).

한편, Williams & Anderson(1991)은 조직에 이익이 되는 행위(OCBO

; OCB aimed at Organization)와 특정개인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조직에도 이익이 되는 행위(OCBI ; OCB aimed at Individuals)로

구분하였다. Kidwell 등(1997)은 이타주의와 예의성은 주로 동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OCBI)으로 보여지는 반면, 양심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은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OCBO)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하였다. Van

Dyne, Graham & Dienesch(1994)는 조직구성원이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 조직을 홍보하고 협력하는 충성행동, 조직구성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역할 행동하는 복종행동, 조직구성원이 스스로 조직

내 활동과 정책에 참여하는 참여행동의 세가지 요소로 분류하였다.

Organ(1998)은 조직시민행동의 차원이 언제나 명확히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할 내 행동과 역할 외 직무행동 간의 경계조

차도 분명하게 인식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직시민행동의 분류가 다양

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다양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구분은

조직과 상급자 및 동료가 조직원에 대해 기대하는 다양한 요구와 역할이

존재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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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소

Smith, Organ & Near(1983) 이타주의, 시스템에 대한 순응

Williams et al.(1986) 이타주의, 양심성, 참여

Organ(1988) 스포츠맨십, 예의성, 시민정신

Miceli & Near(1988) 스포츠맨십, 예의성, 시민정신, 고발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1990)

스포츠맨십, 예의성, 시민정신, 양심성,

이타주의

Williams & Anderson(1991)
조직에 이익이 되는 행위(OCBO)

개인에 이익이 되는 행위(OCBI)

Kidwell et al.(1997)
OCBO ; 스포츠맨십, 양심성, 시민정신

OCBI ; 이타주의, 예의성

Van Dyne & Graham, Dienesch(1994),

김재복(1998), 윤상돈(2006), 임정숙(2008)
충성행동, 복종행동, 참여행동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

[표 2-5] 조직시민행동의 주요 구성요소 정의

구성요소 주요 내용 유사행동 차원

이타주의
조직 내의 일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
이타행동 개인

(OCBI)
예의성 타인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행동 -

양심성
공식적 요구를 넘어 조직에 바람직한 행동

(결근 않기, 조기 출근)
-

조직

(OCBO)
스포츠맨쉽

불평없이 근무, 결과에 승복,

조직 문제점 찾지 않기

복종행동

충성행동

시민정신
조직내 각종 행사에 참여,

업무지식 자발적·지속적 습득
참여행동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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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개인특성요인과 상

황특성요인으로 나눠진다(이희자, 1998). 개인특성요인에 대한 연구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성향, 기질 등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의 유무나 수준이

달라진다(Organ, 1990)는 것으로, Moorman & Blackely(1995)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조직시민행동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연구하였다. 한편,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주는 상황요인에 관한 연구는 집단 응집력, 직무특

성, 리더행동과 같은 다른 상황변수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추론

에서 확대되어 왔다(이희자, 1998). Podsakoff, Mackenzie & Hui(1993)는

집단 응집력이 높은 경우 구성원들은 협력적이고 기꺼이 돕고자 하며, 집

단 응집성이 조직시민행동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직무특성과 조

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직무의 자율성, 중요성, 다양성, 피드

백과 같은 직무특성은 직무만족이나 공정성과 무관하게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희자, 1998).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

구되고 있으며, 대체로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절감된 자원이 목표달성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

하는 한편, 부서내 협조는 물론 부서간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 조직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와의 관계향상을 통해

조직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Organ,

Podsakoff & Mackenzie, 2006). 한편, 조직시민행동을 보이는 구성원들이 단

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구

본장․박계홍, 2004).

이러한 조직시민행동이 모든 조직에 필요하지만, 특히 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내부 조직원간의 관계에 대한 노력

이 외부고객에게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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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황우·주재진, 2007, 재인용). Podsakoff & Mackenzie(1994)

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실시한 연구에서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이 전반적으

로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하였다.

한편, 직무만족이 높은 직원들은 조직시민행동을 통해서 상사와 자신과의

교환의 질을 높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경력이나 직무만족을 향상시

키는 선순환을 창조한다(Lapierre & Hackett, 2007). 그리고 이직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 수준이 낮을수록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었다(Schultz & Schultz, 2001). 또한 조직시민행동이 높은 직원들은 조

직의 단점을 부각하기 보다는 장점을 강조하므로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채용시 좋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

도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Greenberg, 2009).

결국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성과를 높이고, 조직내의 동료간 관계는 물론

이고 대고객 관계도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공헌하며(Daft, 2008), 조직시민

행동이 조직기능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조직 유효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으로(Greenberg, 2009) 연구되었다.

제 3 절 비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비조직시민행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

조직시민행동이 긍정적인 직무행동(positive behavior)이며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인데 반하여, 비조직시민행동은 부정적인 직무행

동(negative behavior)인 동시에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라

할 수 있다. Marcus 등(2002)은 비조직시민행동의 개념을 동료나 조직에

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적인 조직구성원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정윤길

& 이규만, 2013, 재인용).

비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개념은 비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를 살핌으로서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가 연구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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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분류된 반면, 비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는 조직에 대한 비조직

시민행동(CWBO)와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I)로 단일하게 연

구되었다(Robinson & Bennett, 1995). 이것은 비조직시민행동이 조직시

민행동에 비하여 최근에 관심을 받은 이유로 풀이된다.

Hollinger(1986)는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을 절도, 재산의 손망실, 주

어진 권한의 남용에서 유발되는 손실 등 ‘재산상의 일탈행동’과 의도적 결

근이나 지각 등 ‘생산상의 일탈행동’으로 구분하였으며, Robinson &

Bennett(1995)는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을 다른 조직구성원들에 대

한 대인적 언어폭력, 험담, 모욕 등으로 정의하였다(한광현, 2004, 재인용).

[표 2-6] 비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

구 분 세부 행동 연구자

조직에대한비조직시민행동

(CWBO ;

CWB aimed at Organization)

재산상의

일탈행동

절도, 재산손망실, 정보악용등

권한남용으로유발되는 손실 Hollinger

(1986)생산상의

일탈행동

의도적결근, 지각, 장기휴식

의도적태업, 근무중음주

개인에대한비조직시민행동

(CWBI ; CWB aimed at Individuals)
대인적언어폭력, 험담, 모욕

Robinson

& Bennett

(1995)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

2. 비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비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구성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

직시민행동 등 유사 직무행동과의 비교연구,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로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비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

기에는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Hollinger(1986)

는 재산상의 일탈행동과 생산상의 일탈행동을 비조직시민행동으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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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그후 Robinson과 Bennett(1995)에 의해서 Hollinger의 정의

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만을 포함하였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언어폭력과 험담 모욕 등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으로 개념을 확장

시켰다. 이후에는 조직과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으로 구성요소를

정형화하여 연구되고 있다.

비조직시민행동은 조직내 행동변수의 한 종류이며, 초기 행동변수에 관한

연구는 긍정적인 직무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하

지만, 조직원의 행동에는 긍정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행동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관심이 1980년대

부터 생겨났다. 조직시민행동과 비조직시민행동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

심으로 연구가 이뤄졌으나, 연구의 결론은 대개 조직시민행동을 촉진하고 비

조직시민행동을 줄이는 것이 현대 조직에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아마도 자기기술식

설문조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설문응답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하

여 실제로 응답하겠느냐는 의문과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공공기관 근로자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비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

던 것으로 추측된다.

비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들에 따라서 <표

2-7>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다양한 선행요인을 구분하면, 개인특

성 요인과 상황특성 요인으로 구분 가능하다. 먼저 개인특성 요인에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를 포함하여 스트레스 및 긴장 수준, 성격

특성 및 감정성향 등 변수가 포함되며, 상황특성 요인에는 조직공정성을

비롯하여 직무특성 등이 포함된다(한광현, 2008). 주지할 점은 조직시민

행동의 선행요인이 개인특성과 상황특성으로 구분되었던 점에서 유사성

을 갖고 있으며, 연구자에게서 거의 공통적으로 조직공정성을 중요한 선

행요인으로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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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비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자 상황특성요인 개인특성요인

Fox, Spector & Miles(2001) 조직공정성, 직무스트레스 -

Martinko, Gundlach

& Douglas(2002)
상황특성 개인특성

Salgado(2002) -
안정성, 외향성, 개방성

수용성, 양심성

Gruys & Sackett(2003) -
인구통계적 속성,

작업경험, 수입

한광현(2004) 조직공정성 부정적 감정성향

Dalal(2005) 조직공정성 감정성향, 직무태도

Henle(2005) 조직공정성 성격특성

Spector et al.(2005) 조직공정성, 대인간갈등 직무만족, 지루함, 혼란상황

Bruk-Lee & Spector(2006),

한광현(2006)

조직공정성,

동료/상사와의갈등과신뢰
부적 감정

자료참조 : 생산직 근로자의 반생산적 과업행동 결정요인(한광현, 2008)을 바탕으로 분류

제 4 절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전반적인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시

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Organ(1998), Niehoff & Moorman(1993)은 조직구성원이 그들에게 주어

진 보상이 공정하다는 분배공정성을 인식하거나, 보상의 분배결정 과정

이 공정하다는 절차공정성을 인식하였을 때, 그들의 역할로 규정된 직무

활동을 뛰어넘어 조직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직에 보답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공정성을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조직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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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Lind & Early(1990)은

절차공정성이 분배공정성 증진함으로써 조직시민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절차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절차공

정성이 분배공정성과 독립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Moorman(1991)이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절차공정성과 다르

게 분배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Greenberg(1999) 또한 절차공정성이 분배공정성보다 조직시민

행동에 더 큰 관련성을 가짐을 보였다(구본장․박계홍, 2004, 재인용).

Niehoff & Moorman(1993)은 분배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의 하위 차원인

이타성, 성실성, 예의성, 시민정신, 스포츠맨십 중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

치지 못한 반면, 절차공정성은 이타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밝혔다.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분배공정성 보다 절차공정성

이 조직시민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는 조직내 각종 제도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운용된다고 인식되면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하더

라도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하게 될 것임의 의미할 것이다.

Moorman(1991)은 절차공정성으로부터 파생된 상호작용공정성을 구분한

연구에서 절차공정성 중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과 유의미한 관

련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최낙범, 2012, 재인용). 그는 이와 같은 결과

에 대해서 상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상사행동의 공정성에 대해 구성원이

받는 인상이 공정한 절차 자체의 존재여부보다 조직에 대한 신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Greenberg(1988)는 상사

가 단순히 공정한 행동을 보일 때보다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활발하

게 소통할 때 구성원들은 상사가 더 공정하다고 인식함을 밝혔다.

국내 공무원 조직에 대한 연구에서도 상호작용공정성이 절차 및 분배

공정성보다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무원들이 경제적 교환관계보다 사회적 교환관계에 더 영향

을 받고 있으며, 공직사회가 민간기업에 비하여 승진, 보수, 직업안정과

같은 외적 보상이 법령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적 한계를

인지한 결과로 추정하였다(정석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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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조직공정성과 비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조직공정성와 비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직공정성의 하위 차원인 분배․절차․상호작용 공정성 모두 비조직시

민행동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laherty & Moss,

2007).

Fischer & Baron(1982), Greenberg(1990), Hollinger(1986)는 조직원이

분배공정성의 훼손을 지각하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한 행동

으로 조직 내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한광현, 2004, 재인용). 한광현(2004)은 분배공정성과 비조직시민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상대적 박탈이론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상대적 박탈이론에 따르면 분배적으로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된 결

과들은 당사자들에게 불만족 및 분노를 느끼게 하며, 이러한 부적

감정은 공정성 회복을 위하여 행동을 수정하거나 해당 제도의 변

화를 추구하게 된다. 만일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될 경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성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비조직시민행

동이 일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Aquino, Lewis & Bradfield(1999)는 절차에 대한 불공정성

을 지각하는 조직원 역시 불만족감을 겸험하게 되며, 이러한 불만족감이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파괴적 행동이나 절도와

같은 비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조은현 & 탁진국,

2009, 재인용).

한편, Mikula, Petri & Tanxer(1989), Poyner(1988)는 조직원이 절차나

분배공정성 보다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침해를 더 심각한 불공정한 사

건으로 지각하며, 이러한 지각이 조직원의 부정적인 직무반응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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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한광현, 2004, 재인용).

즉, 조직원이 비우호적인 상호작용공정성을 지각하면, 상급자나 동료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상급자와 동료에게 비판적

인 태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호작용공정성의 훼손을 경험하

고 있는 조직원은 자신의 조직이나 상급자 및 동료에게 부정적인 비조직

시민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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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이 공공기관 구성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조직공정성(OJ)와 조직시민행동(OCB)의 관계

조직공정성의 하위요소들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행연구

들은 분배․절차․상호작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조직시민

행동도 높아진다는 이론적 가정을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과-보상 연계성과 분배공정성 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배공정성 보다는 절차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Colquitt, 2001; Conlon & Gallagher, 1987, Konovsky

& Pugh, 1994). 또한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상호작용공정성

역시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절차 및 분배공정성 보다도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정

석환, 2012).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에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조직공정성 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1-1. 분배공정성 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1-2. 절차공정성 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1-3.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1-4. 조직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1-5. 조직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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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공정성(OJ)와 비조직시민행동(CWB)의 관계

선행연구를 통해서 분배․절차․상호작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질수록 비조직시민행동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비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

유형들이 비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러한 가설을 통하여, 선행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도 적용가

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상호작용공정성이 절차 및 분배공

정성 보다도 비조직시민행동과 더욱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연구자

(Mikula, Petri & Tanxer, 1989; 한광현, 2004)의 견해에 대해서도 확인

하도록 하겠다.

가설2

조직공정성 인식은 비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2-1. 분배공정성 인식은 비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2-2. 절차공정성 인식은 비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2-3.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 비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2-4. 조직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2-5. 조직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I)’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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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조직시민행동 하위차원(OCBO, OCBI)의 관계

분배공정성은 교환이론(exchange theory), 공정성이론(balance theory)에

따라서 주로 개인적 변수에 영향을 주며, 절차공정성은 주로 조직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상호작용공정성은 분배의

결과나 과정과는 별도로 상급자와의 인간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개인

적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

조직공정성구성요소가조직시민행동의하위차원에미치는영향은 차이가있다.

ㆍ3-1. 분배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보다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3-2. 절차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보다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3-3.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보다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조직공정성구성요소와비조직시민행동하위차원(CWBO, CWBI)의 관계

비조직시민행동 하부 유형과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의 관계에 대한 연

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회사기물과 비

용의 사적이용 등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다른

조직구성원에게 폭언이나 험담을 하는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을 많

이 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가설2와 같이 전반적인 조직공정성 인식이 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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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조직시민행동

에 대한 가설3과 일관된 방식으로 비조직시민행동에 관한 가설을 설정한

후, 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연구자의 선입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조직공정성구성요소가비조직시민행동의하위차원에미치는영향은차이가있다.

ㆍ4-1. 분배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보다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I)‘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4-2. 절차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I)‘보다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4-3.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보다 '개

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I)‘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독립변수 : 조직공정성

독립변수인 조직공정성 요인은 Price & Muller(1986)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분배공정성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기여한 대가(보수, 승진,

성과급, 배치)로 평가받게 되는 의사결정 결과가 얼마나 적절한가에 대한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공정성 인식정도를 의미한다. 절차공정성은 구성원

들이 보상의 총량을 결정하는 조직 내 보상 및 승진과정에서 사용된 절차를

얼마나 공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상호작용공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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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에서 권한 보유자가 보여주는 대인적 처우, 정책이나 절차의

실행과정에서 구성원이 지각하는 상호커뮤니케이션의 적절성 지각이다.

측정도구는 Price & Miller(1986)와 Greenberg(1991)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문항들을 현실성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2. 종속변수 : 조직시민행동, 비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자유재량(discretionary)의 행동으로서,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인식되지는 않으나, 총체적(in aggregate)으로 조직에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기여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측정문항은

Williams & Anderson(1991)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조직에 대한 조직

시민행동(OCBO)'과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의 2가지 차원에

서 사용된 내적타당성이 있는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비조직시민행동은 조직원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서, 조직이

나 개인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구성된다. 비조직시민

행동에 대해 조직과 개인의 두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Aquino 등

(1999)의 측정도구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국내 사무직 근로자에 맞도록 일

부 수정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비조직시민행동을 자기보고식으

로 측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Spector, 2006)이 있었으

나, 비조직시민행동을 관찰 또는 상급자 면접을 통하여 측정하는 방법

역시 정확성에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시 익명

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설문문항을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

로 질문하여 솔직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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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 개인특성(인구통계변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황특성(역할특성)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과 비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는 개인특성변수와 상황특성변수로 나뉘며, 독립변수인 조직공정성에 대

한 인식 이외의 다른 개인 및 상황특성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한다.

먼저,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연령, 성별, 학력, 직급, 통합 전

출신 등 인구통제학적 변수와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설정하였다.

Podsakoff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인구통계변수가 조직시민행동과 크

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Seymour & Busherhof(1991)의 연구

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타주의적이라는 연구도 있어, 성별이 조직시

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통합공기업의 특

성상 통합 전 출신기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제

변수에 포함시켰다. 또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조직시민행동 수행

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Moorman & Blackely, 1995)에 따라 집

단주의(Collectivism)·개인주의(Individualism) 성향을 통제변수에 포함시

켰으며, Eby & Dobbins(1997)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상황특성과 관련된 변수에는 역할특성을 포함시켰다. 역할특성이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teers, 1977; Steven et al., 1978; Mathieu

& Zajac, 1990)를 토대로 역할특성을 상황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보고 통

제하도록 하였다. 역할특성은 Mathieu & Zajac(1990), Rizzo & House &

Lirtzman (1970)의 척도를 활용하여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로 구

분하여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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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 32 -

변수 문항번호 문항 척도 출처

독립

변수

조직

공정성

분배공정성

Ⅰ

1〜4

12

Likert

5점

척도

Price & Muller

(1986)절차공정성 4〜8

상호작용공정성 9〜12 Greenberg(1991)

통제

변수

개인

특성

인구통계변수 Ⅴ 1〜5 5 - -

개인성향
개인주의 /

집단주의
Ⅱ 1〜3 3

Likert

5점

척도

Eby & Dobbins

(1997)

상황

특성
역할특성

역할갈등

Ⅲ

1

3
Rizzo et al.

(1970)
역할과다 2

역할모호 3

종속

변수

조직

시민

행동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

(OCB-O)

Ⅳ

1〜5

10

Williams &

Anderson

(1991)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

(OCB-I)
11〜15

비

조직

시민

행동

조직에대한비조직시민행동

(CWB-O)
6〜10

10
Aquino et al.

(1999)
개인에대한비조직시민행동

(CWB-I)
16〜20

제 3 절 자료의 수집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설문항목은 총 4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취지에 부합되게 수정하였다. 설문지는 [표 3-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1] 설문지 구성내용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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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선정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부서 및 지역부서에 재직중인 1급～

6급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3.12.17∼

2014.1.8까지 약 3주간 진행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부하여 218부를 회수

하였으며(회수율 87.2%)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유효한 설문지 21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크롬바하 α값을 통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피어슨 상관계수

(Peason correlation efficient)를 활용하여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

며,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2] 연구의 분석방법

분석내용 분석방법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변수의 타당도 검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변수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집단간의 차이 검증 분산분석(ANOVA)

변수간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가설검증 다중회귀분석(Polynomia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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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표본의 기초통계량 분석

설문 응답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력, 직급, 통합

전 출신기관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69명

(80.1%), 여자 42명(19.9%)으로 나타났으며, 통합 전 출신기관은 토지공사가

118명(55.9%), 주택공사가 93명(44.1%)로 나타났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1명

(0.5%), 30대가 95명(45.0%), 40대가 77명(36.5%), 50세 이상이 38명(18.0%)로

조사대상자 가운데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통합공사 출범

(‘09.10.1) 이후 단 한차례(’12)만 신입직원을 채용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0세

미만은 1명만 응답자에 포함되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고졸과 전문대졸

각각 3명(1.4%), 대졸 159명(75.4%), 석사 45명(21.3%), 박사 1명(0.5%)으로

나타났다. 직급구성에 있어서는 1급 4명(1.9%), 2급 18명(8.5%), 3급 68명

(32.2%), 4급 111명(52.6%), 6급 10명(5.0%)였으며, 5급(입사 후∼1.5년)은 신

입직원 미채용으로 응답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비율은 공사의 실제 인적구성4)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항목에서

실제구성과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높은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1] 조사대상의 특성(성별, 출신기관)

성 별 빈 도 비율(%)
통합 전

출신기관
빈 도 비율(%)

남 169 80.1 토지공사 118 55.9

여 42 19.9 주택공사 93 44.1

4) 공사 현황(‘13.12월말 기준)

- 직급 : 임원 7명(0.1%), 1급 75명(1.2%), 2급 428명(7.0%), 3급 1,971명(32.3%),

4·5급 3,330명(54.6%), 6급 289명(4.7%)

- 성별 : 남 5,410명(81.2%), 여 1,255명(18.8%)

- 통합 전 출신기관 : 토지공사 2,450명(39.7%), 주택공사 3,719명(60.3%)

(LH출범 이후 채용 496명 제외)



- 35 -

[표 4-2] 조사대상의 특성(연령, 학력)

연 령 빈 도 비율(%) 학 력 빈 도 비율(%)

30세 미만 1 .5 고졸 3 1.4

30대 95 45.0 전문대졸 3 1.4

40대 77 36.5 대졸 159 75.4

50세 이상 38 18.0 석사 45 21.3

박사 1 .5

[표 4-3] 조사대상의 직급

직 급 빈 도 비율(%) 직 급 빈 도 비율(%)

1급 4 1.9 4급 111 52.6

2급 18 8.5 5급 - -

3급 68 32.2 6급 10 5.0

제 2 절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통계분석에서 타당성 검증이란 측정도구가 측정대상을 정확하게 반영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내용타당성, 기준타당성, 구성개념타당성으로

구분된다(남궁근, 2003).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설문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올

바르게 대표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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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항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맞게 보완되었고, 논문지도 과

정을 통해 전문가의 판단이 여러 차례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용타당성을

일정수준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은 측정도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관련성의

정도를 뜻한다. 하지만, 측정도구의 기준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좋은 기

준을 연구별로 정립하는 것이 어려워 주로 기존에 검증된 측정도구를 활

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에 수차례 검증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기준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성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는 연구대상인 추상적 개념이 측정

도구에 의해 올바르게 측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행렬분

석과 요인분석에 의해 이뤄진다. 본 논문의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고 고유값(eigen value)는

1.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을 단순화하여 변수들간 관계를 명

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orthogonal rotation)

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회귀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회피고자 하였다.

한편, 신뢰성(Reliability)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측정값의 분산에서 실제값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

율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계수를 활용하여 문

항의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Cronbach's α값은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각

영역별 신뢰도 까지 평가할 수 있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일반

적으로 값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신뢰도이 최저허용

치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0.6 이상으로 한다. 즉, 0.6 이상이면

수용가능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신뢰도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0.6 이하 항목이 존재한다면 해당 항목은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

목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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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변수 측정도구

조직공정성에 관한 요인적재치가 0.4 이상의 12개 항목을 사용한 요인분석 결

과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구조와 동일한 총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3개 요

인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설명력은 70.8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첫 번째 요

인은 상호작용공정성으로서 설문항목은 최초 설문구성과 동일하게 추출되었고,

고유값(eigen value)은 3.035이며 설명력은 25.29%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분배공정성으로서 고유값은 3.024이며 설명력은 25.20%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절차공정성으로 고유값 2.443, 설명력 20.36%였다. 그리고 모든 문항에

대한 요인적재치가 0.5 이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Cronbach's α값 역

시 분배공정성 .896, 절차공정성 .785, 상호작용공정성 .875으로 나타나 독

립변수에 대한 설문문항은 신뢰성 역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4] 조직공정성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1 요인2 요인3

상호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Cronbach’s α

분배

공정성

Ⅰ- 1 .221 .828 .236

.896
Ⅰ- 2 .264 .851 .224

Ⅰ- 3 .249 .817 .300

Ⅰ- 4 .083 .700 .365

절차

공정성

Ⅰ- 5 .305 .327 .587

.785
Ⅰ- 6 .180 .144 .786

Ⅰ- 7 .040 .332 .761

Ⅰ- 8 .212 .284 .681

상호작용

공정성

Ⅰ- 9 .770 .174 .213

.875
Ⅰ- 10 .871 .123 .184

Ⅰ- 11 .809 .255 .147

Ⅰ- 12 .818 .165 .095

Eigen-value

(고유값)
3.035 3.024 2.443

분산설명(%) 25.290 25.202 20.359

누적(%) 25.290 50.492 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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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측정도구

첫 번째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구조와 같이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이며 고유값은 3.313이고 설명력은 33.13%로 나타났고,

두 번째 요인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이며 고유값은 1.790이고 설명

력은 17.90%였다. 다만,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 설문문항 4번과 5번은

요인부하량이 0.5 미만으로 제외하여,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Cronbach's α값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

.778,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 .784로 나타나 설문문항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

[표 4-5] 조직시민행동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1 요인2

Cronbach’s α조직시민행동

(개인)

조직시민행동

(조직)

조직

시민행동

조직

시민행동

(조직)

Ⅳ- 1 .269 .648

.778

Ⅳ- 2 .361 .609

Ⅳ- 3 -.299 .695

Ⅳ- 4 .497 .457

Ⅳ- 5 .574 .346

조직

시민행동

(개인)

Ⅳ-11 .688 -.145

.784

Ⅳ-12 .686 .269

Ⅳ-13 .717 .052

Ⅳ-14 .722 .214

Ⅳ-15 .681 .213

Eigen-value(고유값) 3.313 1.790

분산설명(%) 33.134 17.901

누적(%) 33.134 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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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종속변수인 비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역시 선행

연구의 이론적 구조와 동일한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이며 고유값은 2.678이고 설명력은 26.78%로

나타났고, 두 번째 요인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이며 고유값은

2.437이고 설명력은 24.37%였다. 다만,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 설문

문항 6번과 9번,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 설명문항 19번은 요인부하

량이 0.5 미만으로 제외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Cronbach's α값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 .696, 개인에 대한 비조

직시민행동 .743으로 나타나 설문문항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비조직시민행동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1 요인2

비조직시민행동

(개인)

비조직시민행동

(조직)

Cronbach’s

α

비조직

시민행동

비조직

시민행동

(조직)

Ⅳ- 6 .736 .045

.696

Ⅳ- 7 .233 .695

Ⅳ- 8 .046 .663

Ⅳ- 9 .468 .498

Ⅳ- 10 .074 .791

비조직

시민행동

(개인)

Ⅳ- 16 .758 .148

.743

Ⅳ- 17 .562 .320

Ⅳ- 18 .560 .431

Ⅳ- 19 .247 .563

Ⅳ- 20 .768 .114

Eigen-value(고유값) 2.678 2.437

분산설명(%) 26.780 24.369

누적(%) 26.780 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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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측정도구

첫 번째 통제변수인 역할특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이론구조와 동일하

게 역할갈등, 역할과다, 역할모호의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역할특성에

대한 크론바하 α값은 .673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성향에 관한 통제변수

의 요인분석 결과 단일한 요인으로 정상적으로 추출되었으며 설명력은

61.1%로 나타났고, 크론바하 α값은 .609로 나타나 통제변수의 문항 역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7] 역할특성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1 요인2 요인3

역할갈등 역할과다 역할모호 Cronbach’s α

역할특성

역할갈등 Ⅲ- 1 .977 .141 .159

.673역할과다 Ⅲ- 2 .143 .971 .190

역할모호 Ⅲ- 3 .163 .192 .968

Eigen-value(고유값) 1.002 1.000 .998

분산설명(%) 33.395 33.338 33.267

누적(%) 33.395 66.733 100.000

[표 4-8] 개인성향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1

개인성향 Cronbach’s α

개인성향

(개인주의/집단주의)

Ⅱ- 1 .568

.609Ⅱ- 2 .923

Ⅱ- 3 .812

Eigen-value(고유값) 1.833

분산설명(%) 61.102

누적(%) 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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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

였으며, 회수된 설문응답에 대해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크론바하 α값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조직시민행동 2개 문항과 비조직시민행동 3개 문항의 요

인적재치가 0.5 미만인 문항이 발견되어, 가설검증에 제외하여 분석함으

로써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표 4-9]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문 항
설문문항

수

제거된

문항 수

가설검증

문항 수
설문구성 참조

조직공정성

분배 4 0 4
Price & Muller

(1986)
절차 4 0 4

상호작용 4 0 4 Greenberg(1991)

조직시민

행동

조직 5 2 3
Williams & Anderson

(1991)
개인 5 0 5

비조직시민

행동

조직 5 2 3
Aquino et al.

(1999)
개인 5 1 4

개인주의 성향 3 0 3
Eby & Dobbins

(1997)

역할 특성 3 0 3
Rizzo et al.

(1970)

계 38 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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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조직공정성

인식은 5점 척도의 평균인 3.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3.12로 나타났다.

조직공정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상호작용공정성이 3.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절차공정성(2.87)과 분배공정성(2.84)은 척도 평균(3.0)

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공사로서의 특수성으로 인하

여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시민행동의 평균은 3.79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소별로는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3.90)이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3.68)보다 높게 나

타났다. 그리고 비조직시민행동의 평균은 2.24로 척도 평균인 3.0보다 낮

았으며, 이는 비조직시민행동 수준이 높지 않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하위요소별로는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1.88) 수준이 개인에 대

한 비조직시민행동(2.60) 수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과 비조직시민행동의 하위요소에 대한 기초통계

량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직에 대한 행동 수준이 개인에 대한 행동 수준 보

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부

터 추출한 표본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수준의 조직공정성 인식에도 불구

하고, 조직시민행동과 비조직시민행동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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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변수의 기초통계량

문 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조직

공정성

전체 211 1.92 4.42 3.12 .58

분배공정성 211 1.00 4.75 2.84 .73

절차공정성 211 1.25 4.50 2.87 .68

상호작용공정성 211 2.00 5.00 3.65 .67

조직

시민행동

전체 211 2.30 4.90 3.79 .41

조직시민행동(조직) 211 2.60 5.00 3.90 .49

조직시민행동(개인) 211 1.80 5.00 3.68 .55

비조직

시민행동

전체 211 1.00 4.04 2.24 .56

비조직시민행동(조직) 211 1.00 4.33 1.88 .64

비조직시민행동(개인) 211 1.00 4.00 2.60 .69

제 4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

1. 연령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연령에 따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

석(ANOVA)을 실시하였다. 조직공정성 중에서 절차공정성이 99% 신뢰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많아질수록 절차공정성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 내에서 50세 이상은

1∼2급, 40세 이상은 2∼3급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상위직의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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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

면 분배공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은 성과에 따른 보상에

있어 제한적인 공기업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이 연령에 따라 행동 수준 차이가 95% 신뢰수준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행동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연령에 따른 변수 차이검증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조직

공정성

분배

공정성

30세 미만 1 3.25 -

2.344 .074
30대 95 2.75 .67

40대 77 2.81 .78

50세 이상 38 3.11 .73

절차

공정성

30세 미만 1 4.25 -

5.123 .002
**

30대 95 2.75 .70

40대 77 2.83 .65

50세 이상 38 3.17 .59

상호작용

공정성

30세 미만 1 3.75 -

.110 .954
30대 95 3.62 .69

40대 77 3.67 .67

50세 이상 38 3.68 .67

조직시민행동

30세 미만 1 4.60 -

3.871 .010
*30대 95 3.72 .38

40대 77 3.79 .42

50세 이상 38 3.94 .43

비조직시민행동

30세 미만 1 1.50 -

2.343 .074
30대 95 2.34 .51

40대 77 2.15 .62

50세 이상 38 2.21 .52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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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비조직시민행동을 비교해 보

면,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값

으로 비교할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조직공정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시민행동 수준도 남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비조직시민행

동 수준은 여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중심적

공기업 조직의 특성상 여성이 남성보다 조직공정성의 훼손을 좀 더 많이

지각함에 따른 결과로 유추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

지 않았다.

[표 4-12] 성별에 따른 변수 차이검증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조직

공정성

분배공정성

남 169 2.86 .71

.416 .520

여 42 2.77 .80

절차공정성

남 169 2.89 .67

1.063 .304

여 42 2.77 .72

상호작용공정성

남 169 3.66 .66

.385 .536

여 42 3.59 .72

조직시민행동

남 169 3.81 .38

2.522 .114

여 42 3.70 .52

비조직시민행동

남 169 2.26 .55

.529 .468

여 42 2.19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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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교육수준에 따른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비조직시민행동을 비교

해 보면,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값으로 비교할 경우, 대졸 직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석·박사 학

위직원은 물론 고졸·전문대졸 직원보다도 더 낮은 경향이 있었으며, 조

직시민행동이나 비조직시민행동 역시 대졸 직원에서 학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질수록 바람직한 행동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성별과 마찬가지로 학

력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4-13] 학력에 따른 변수 차이검증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조직

공정성

분배

공정성

고졸 3 2.75 .75

1.923 .108
전문대졸 3 2.92 .58

대졸 159 2.76 .71

석사 45 3.10 .79

박사 1 3.00 -

절차

공정성

고졸 3 3.17 .80

1.240 .295

전문대졸 3 2.58 .52

대졸 159 2.81 .67

석사 45 3.04 .70

박사 1 3.00 -

상호작용

공정성

고졸 3 4.00 .90

.555 .695

전문대졸 3 3.67 .29

대졸 159 3.61 .66

석사 45 3.74 .70

박사 1 3.75 -

조직시민행동

고졸 3 3.82 .25

1.976 .369

전문대졸 3 3.77 .52

대졸 159 3.76 .40

석사 45 3.89 .43

박사 1 4.20 -

비조직시민행동

고졸 3 1.78 .67

2.090 .083

전문대졸 3 1.98 .86

대졸 159 2.29 .54

석사 45 2.12 .59

박사 1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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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급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직급에 따른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비조직시민행동을 비교해 보

면, 절차공정성과 비조직시민행동이 99% 신뢰수준에서, 조직시민행동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이 높아질

수록 절차공정성 인식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절차공정성 인식이 높아졌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직급도 높아져 공사 내 인사제도 등에 대

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시민행동과 비조직시민행

동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행동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표 4-14] 직급에 따른 변수 차이검증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조직

공정성

분배

공정성

1급 4 3.31 1.09

1.798 .131
2급 18 2.94 .81

3급 68 2.97 .73

4급 111 2.72 .70

6급 10 2.85 .70

절차

공정성

1급 4 3.56 1.09

4.903 .001
**

2급 18 3.17 .62

3급 68 3.01 .61

4급 111 2.69 .67

6급 10 3.00 .71

상호작용

공정성

1급 4 3.63 .95

.901 .464

2급 18 3.69 .72

3급 68 3.76 .57

4급 111 3.57 .71

6급 10 3.60 .74

조직시민행동

1급 4 4.01 .97

3.322 .012
*

2급 18 4.06 .38

3급 68 3.83 .39

4급 111 3.72 .39

6급 10 3.73 .40

비조직시민행동

1급 4 2.42 1.08

3.681 .006**
2급 18 2.09 .39

3급 68 2.18 .59

4급 111 2.34 .51

6급 10 1.74 .65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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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 전 출신기관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통합 전 출신기관에 따른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비조직시민행동

을 비교해 보면,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조직공정성에 있어서는 분배공정성은 토지공사 출신(L)이 더 높게 인

식한 반면,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주택공사 출신(H)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시민행동과 비조직시민행동은 토

지공사 출신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이나 학력과 마찬

가지로 통합 전 출신기관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

다.

[표 4-15] 통합 전 출신기관에 따른 변수 차이검증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조직

공정성

분배공정성
L 118 2.85 .68

.146 .703
H 93 2.81 .78

절차공정성
L 118 2.83 .64

.523 .470
H 93 2.90 .74

상호작용공정성
L 118 3.61 .67

.710 .400
H 93 3.69 .68

조직시민행동
L 118 3.83 .41

2.010 .158
H 93 3.75 .42

비조직시민행동
L 118 2.20 .56

1.369 .243
H 93 2.2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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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을 하기 전에 변수들간의 관계와 방향성을 파악하고 다중공선

성의 존재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0.7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

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5)

[표 4-16] 변수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분배공정성 1

2.절차공정성 .660** 1

3.상호작용

공정성
.480** .464** 1

4.조직시민행동 .344
**

.378
**

.415
**

1

5.비조직시민

행동
-.312

**
-.306

**
-.375

**
-.388

**
1

6.개인주의 성향 -.222** -.148* -.262** -.307** .308** 1

7.역할갈등 -.024 -.007 -.114 -.130 .175
*

.144
*
1

8.역할과다 -.111 -.010 -.128 -.194** .097 .140* .306** 1

9.역할모호 -.177
*

-.171
*

-.242
**

-.234
**
.212

**
.151

*
.341

**
.393

**
1

*
p < 0.05,

**
p < 0.01

5) ① 김영필(2009), 남궁근(2012)에 따르면 상관관계 정도를 해석하는데 학자들이 동의
하는 기준은 없고 대체로 Pearson 상관계수가 0.2이하이면 무시할만한 상관관계, 
0.2～0.4이면 낮은 상관관계, 0.4～0.7이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0.7～0.9이면 높
은 상관관계, 0.9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② 성태제(2007)의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0.2이하이면 상관이 매우 낮고, 0.2~0.4이면 
상관이 낮고, 0.4~0.6이면 상관이 있고 0.6~0.8이면 상관이 높고, 0.8~1.0이면 상관이 
매우 높다고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학자들마다 다소 해석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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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독립변수인 조직공정성 세

가지 요인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0.3 이상의 정(+)의 상관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상

호작용공정성의 상관계수가 .415(p<.01), 절차공정성 .378(p<.01), 분배공

정성 .344(p<.01)의 순으로 나타나 상호작용공정성의 상관계수 값이 다

른 공정성 유형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주의 성향(-.307,

p<.01)이나 역할과다(-.194, p<.01) · 역할모호(-.234, p<.01)와 조직시민

행동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할갈등(-.130)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비조직시민행동는 독립변수인 분배공정성, 절차공

정성, 상호작용공정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0.3 이하의 부(-)의 상관계수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공정성의 상관계수가 -.375(p<.01), 절

차공정성은 -.306(p<.01), 분배공정성은 -.312(p<.01)의 순으로 나타나 조

직시민행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공정성의 상관계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주의 성향(.308, p<.01), 역할갈등(.175, p<.05) ·

역할모호(.234, p<.01)와 비조직시민행동은 정(+)의 상관관계를 유의미하

게 보였으나, 역할과다(.097)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 6 절 가설검증

1. 조직공정성(OJ)과 조직시민행동(OCB)의 관계

조직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과 정(+)의 관계에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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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723 .397 9.386 .000

조직공정성 .263 .045 .367 5.841 .000

연령 -.008 .043 -.015 -.186 .853

학력 -.005 .053 -.006 -.096 .924

직급 -.064 .040 -.141 -1.621 .106

개인주의성향 -.094 .035 -.170 -2.722 .007

역할특성 -.092 .038 -.149 -2.389 .018

남성(더미) .003 .067 .003 .042 .966

토지공사(더미) .081 .051 .098 1.592 .113

a. 종속변수: 조직시민행동, R=.540, R
2
=.292, 수정된 R

2
=.264, F=10.409, p=.000

가설1. 조직공정성 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1-1. 분배공정성 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1-2. 절차공정성 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1-3.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1-4. 조직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1-5. 조직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 조직공정성에 대한 비표준화계수 β값은 .263, 표준화계

수 β값 .367로 변수와 조직시민행동이 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직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 수준이 높아진

다고 할 수 있다. 가설1을 t값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신뢰구간 99%)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검증을 통해 회귀방정식 또한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인 R2는 .292으로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를 29.2%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1은 지

지된다.

[표 4-17]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가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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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539 .411 8.612 .000

분배공정성 .015 .047 .026 .315 .753

절차공정성 .118 .050 .194 2.363 .019

상호작용공정성 .143 .044 .233 3.246 .001

개인주의성향 -.094 .035 -.169 -2.685 .008

역할특성 -.088 .039 -.142 -2.265 .025

연령 .000 .043 -.001 -.009 .993

학력 .008 .053 .009 .142 .887

직급 -.057 .040 -.125 -1.443 .151

남성(더미) -.001 .066 -.001 -.017 .987

토지공사(더미) .089 .051 .107 1.741 .083

a. 종속변수: 조직시민행동, R=.551, R2=.303, 수정된 R2=.268, F=8.701, p=.000

가설1-1, 2, 3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 β값이 분

배공정성 .015(유의미하지 않음), 절차공정성 .118(p<.05), 상호작용공정성

.143(p<.01)로 모두 ‘0’ 이상으로 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분배공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준화계수 β값은 상호작용공정성이 .233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절

차공정성(.194), 분배공정성(.026) 순이었다. 즉,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

향은 상호작용공정성,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2(절차공정성), 1-3(상호작용공정성)은 지지되는 반면,

1-1(분배공정성)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나 승진 등 분

배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공기업의 한계를 직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출신이 다른 직원

들이 혼합되어 근무중인 통합조직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이 직원들의 긍정

적인 행동과 태도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하다는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상

이한 제도가 하나로 통합된 만큼 인사 등 사내제도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4-18]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조직시민행동(가설1-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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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451 .511 8.704 .000

조직공정성 .133 .058 .156 2.286 .023

개인주의성향 -.053 .045 -.080 -1.184 .238

역할특성 -.179 .050 -.245 -3.612 .000

연령 .013 .055 .019 .228 .820

학력 -.042 .068 -.045 -.618 .538

직급 -.070 .051 -.129 -1.370 .172

남성(더미) .003 .086 .002 .030 .976

토지공사(더미) .128 .066 .130 1.943 .053

a. 종속변수: 조직시민행동(조직), R=.403 R2=.163, 수정된 R2=.129, F=4.900, p=.000

가설1-4, 5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조직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표준화계수 β값을 확인한

결과,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133)과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394)

모두 ‘0’ 이상으로 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표준화계수 β값은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이 .413으로 조

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156)보다 크게 나타나, 조직공정성은 개인에 대

한 조직시민행동과 보다 큰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1-4, 5는 모두 지지된다. 이로부터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

행동의 하위차원 간에 동일한 방향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조직공정성의 변화가 스포츠맨쉽·양심성·시민정신 등 조직 차원

의 조직시민행동보다는 이타행동·예의성 등 개인 차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9] 조직공정성과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가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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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995 .536 5.583 .000

조직공정성 .394 .061 .413 6.459 .000

개인주의성향 -.136 .047 -.184 -2.897 .004

역할특성 -.005 .052 -.006 -.091 .928

연령 -.028 .058 -.039 -.492 .623

학력 .032 .071 .030 .447 .656

직급 -.059 .054 -.096 -1.092 .276

남성(더미) .003 .090 .002 .034 .973

토지공사(더미) .035 .069 .031 .502 .616

a. 종속변수: 조직시민행동(개인), R=.518, R
2
=.268, 수정된 R

2
=.239, F=9.257, p=.000

[표 4-20] 조직공정성과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가설1-5)

[표 4-21] 가설1 검증 결과

구분 가설 결과

가설1 조직공정성인식은조직시민행동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1-1 분배공정성인식은조직시민행동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기각

1-2 절차공정성인식은조직시민행동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1-3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1-4
조직공정성인식은 ‘조직에대한조직시민행동(OCBO)'에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채택

1-5
조직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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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공정성(OJ)과 비조직시민행동(CWB)의 관계

조직공정성이 비조직시민행동과 부(-)의 관계에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2. 조직공정성 인식은 비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2-1. 분배공정성 인식은 비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2-2. 절차공정성 인식은 비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2-3.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 비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2-4. 조직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2-5. 조직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I)’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 조직공정성에 대한 비표준화계수 β값은 -.323, 표준화

계수 β값 -.333으로 변수와 조직시민행동이 부(-)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직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비조직시민행동 수준이 낮아

진다. 가설2을 t값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신뢰구간 99%)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검증을 통해 회귀방정식 또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인 R2는 .257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25.7%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2은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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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479 .550 6.327 .000

조직공정성 -.323 .062 -.333 -5.172 .000

개인주의성향 .161 .048 .214 3.351 .001

역할특성 .093 .053 .111 1.736 .084

연령 -.111 .059 -.150 -1.878 .062

학력 -.081 .073 -.076 -1.111 .268

직급 -.124 .055 -.200 -2.248 .026

남성(더미) .128 .092 .091 1.385 .168

토지공사(더미) -.082 .071 -.073 -1.163 .246

a. 종속변수: 비조직시민행동, R=.507, R
2
=.257, 수정된 R

2
=.228, F=8.752, p=.000

[표 4-22] 조직공정성과 비조직시민행동(가설2)

가설2-1, 2, 3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비표준화계수 β값이 -.190으로 부(-)의 관계가 있었으며, 신뢰수준 99%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비표준화계수 β

값이 각각 -.023과 -.128로 부(-)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표준화계수 β값은 조직시민행동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공정

성이 -.228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절차공정성 -.155, 분배공정성 .030

순이었다. 이를 통해 비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작용공정성,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의 순임을 추측할 수 있었으며, 역시 조직시민행

동에 미치는 영향의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의 순서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따라서 가설2-3(상호작용공정성)은 지지되는 반면, 2-1(분배공정성)과

2-2(절차공정성)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나 승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공기업의 한계를 직원들이 인식한 결과로 보

이며, 통합조직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이 직원들의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에

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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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732 .570 6.546 .000

분배공정성 -.023 .066 -.030 -.350 .727

절차공정성 -.128 .069 -.155 -1.842 .067

상호작용공정성 -.190 .061 -.228 -3.103 .002

개인주의성향 .158 .048 .210 3.268 .001

역할특성 .085 .054 .102 1.593 .113

연령 -.122 .060 -.165 -2.048 .042

학력 -.096 .074 -.090 -1.310 .192

직급 -.131 .055 -.212 -2.379 .018

남성(더미) .132 .092 .094 1.436 .153

토지공사(더미) -.091 .071 -.081 -1.288 .199

a. 종속변수: 비조직시민행동, R=.517, R2=.268, 수정된 R2=.231, F=7.311, p=.000

[표 4-23]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비조직시민행동(가설2-1, 2, 3)

가설2-4, 5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조직공정성이 비조직시민행동

의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표준화계수 β값은 조직에 대한 비

조직시민행동(-.219)과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427) 모두 ‘0’ 이하로

부(-)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표준화계수 β값은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이 -.360으로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199)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4, 5는 모두 지지된다. 이로부터 조직공정성과 비조직시

민행동의 하위차원 간에 동일한 방향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조직공정성의 변화가 재산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일탈행동 보다

는 대인관계 상의 일탈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공정성이 조직차원의 행동보다는 개인 차원의 행동

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며, 앞

서 가설1-4, 5에서 살펴본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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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227 .651 3.423 .001

조직공정성 -.219 .074 -.199 -2.962 .003

개인주의성향 .186 .057 .217 3.262 .001

역할특성 .147 .063 .155 2.329 .021

연령 -.121 .070 -.144 -1.725 .086

학력 -.014 .086 -.012 -.163 .871

직급 -.102 .065 -.146 -1.577 .116

남성(더미) .238 .109 .150 2.184 .030

토지공사(더미) -.112 .084 -.087 -1.332 .184

a. 종속변수: 비조직시민행동(조직), R=.440, R
2
=.194, 수정된 R

2
=.162, F=6.061, p=.000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731 .694 6.815 .000

조직공정성 -.427 .079 -.360 -5.417 .000

개인주의성향 .137 .061 .148 2.250 .026

역할특성 .038 .067 .037 .567 .572

연령 -.102 .075 -.112 -1.357 .176

학력 -.148 .092 -.113 -1.607 .110

직급 -.145 .069 -.191 -2.083 .038

남성(더미) .017 .117 .010 .147 .883

토지공사(더미) -.053 .089 -.038 -.593 .554

a. 종속변수: 비조직시민행동(개인), R=.456, R
2
=.208, 수정된 R

2
=.177, F=6.637, p=.000

[표 4-24] 조직공정성과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가설2-4)

[표 4-25] 조직공정성과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가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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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가설2 검증 결과

구분 가 설 결과

가설2 조직공정성 인식은 비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1 분배공정성 인식은 비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2 절차공정성 인식은 비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상호작용공정성인식은비조직시민행동에부(-)의 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2-4
조직공정성인식은 ‘조직에대한비조직시민행동(CWBO)'에부(-)의영향을미칠

것이다.
채택

2-5
조직공정성인식은 ‘개인에대한비조직시민행동(CWBI)’에부(-)의영향을미칠

것이다.
채택

3.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조직시민행동 하위차원(OCBO, OCBI)의 관계

조직공정성 구성요소(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가 조직

시민행동의 하위차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

은 가설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3. 조직공정성구성요소가조직시민행동의하위차원에미치는영향은차이가있다.

ㆍ3-1. 분배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보다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3-2. 절차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보다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3-3.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보다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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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의 개별 구성요소가 조직과 개인의 두가지 차원의 조직시민

행동 중 어떤 차원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종속

변수를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으로 변경

하였다. 즉, 분배공정성이 높아질수록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의 값이 증가한다면, 분배공정성이 조직에 대한 조직

시민행동보다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7]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OCBI-OCBO”값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1.388 .715 -1.942 .054

분배공정성 .112 .082 .129 1.364 .174 .501 1.996

절차공정성 .078 .087 .083 .893 .373 .516 1.938

상호작용공정성 .066 .077 .070 .862 .390 .679 1.473

연령 -.044 .075 -.052 -.586 .558 .566 1.768

학력 .069 .092 .057 .752 .453 .780 1.282

직급 .009 .069 .013 .131 .896 .461 2.171

개인주의성향 -.083 .061 -.098 -1.373 .171 .885 1.130

역할특성 .173 .067 .182 2.570 .011 .892 1.121

남성(더미) .002 .116 .001 .016 .988 .846 1.182

토지공사(더미) -.096 .089 -.075 -1.078 .282 .923 1.084

a. 종속변수: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

R=.320, R
2
=.102, 수정된 R

2
=.057, F=2.277, p=.015

종속변수인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의

값과 분배·절차·상호작용공정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β값이

분배공정성 .129, 절차공정성 .083, 상호작용공정성 .070으로 모두 정(+)의

값이 도출이 도출되었다. 즉, 모든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 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차공정성 인식이 조직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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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가설3-2와 배치된 결과였다. 따라서

조직공정성 구성요소가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3은 기각되었다. 왜냐하면 세가지 조직공정성 구성

요소가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분배공정성이나 상호작용공정성은 개인차원의 행동변수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설 수립시에 예상을 하였고 결과 역

시 그렇게 나타났다. 반면 절차공정성은 조직차원의 행동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수립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차원의 행동변수

와 밀접하게 나타났다. 절차공정성 인식이 개인차원의 변수인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선행연구로부터 수립한 가설3-2가 부적

절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나 판단된다.

한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3-1, 2, 3은 지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경향성은 발

견되었다. 즉, 분배·절차·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이 증가하면, 개인에 대한 조

직시민행동 증가폭이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행동 증가폭 보다 컸으므로,

가설 3-1과 3-3는 제한적으로 지지된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반면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표 4-28] 가설3 검증 결과

구분 가 설 결과

가설3
조직공정성 구성요소가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기각

3-1
분배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 보다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한적

지지

3-2
절차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 보다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3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 보다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한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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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비조직시민행동하위차원(CWBO, CWBI)의관계

조직공정성 구성요소가 비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가설4. 조직공정성구성요소가비조직시민행동의하위차원에미치는영향은차이가있다.

ㆍ4-1. 분배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보다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I)’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4-2. 절차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I)’보다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ㆍ4-3.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보다

‘개인에 대한비조직시민행동(CWBI)’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공정성의 구성요소가 조직과 개인의 두가지 차원의 비조직시민행

동 중 어떤 차원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을 위하여 종속변수를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으로 변경하

였다. 즉, 가설2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직공정성 구성요소는 비조직시민행동

과 부(-)의 관계임을 감안할 때, 분배공정성이 높아질수록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의 값이 감소한다면, 분배공

정성이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보다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에

더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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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2.097 .801 2.619 .010

분배공정성 -.110 .092 -.114 -1.194 .234 .501 1.996

절차공정성 -.172 .097 -.167 -1.769 .078 .516 1.938

상호작용공정성 .101 .086 .096 1.168 .244 .679 1.473

연령 .038 .084 .041 .457 .648 .566 1.768

학력 -.122 .103 -.091 -1.183 .238 .780 1.282

직급 -.040 .077 -.052 -.518 .605 .461 2.171

개인주의성향 -.033 .068 -.035 -.481 .631 .885 1.130

역할특성 -.090 .075 -.086 -1.200 .232 .892 1.121

남성(더미) -.224 .129 -.127 -1.727 .086 .846 1.182

토지공사(더미) .064 .100 .045 .640 .523 .923 1.084

a. 종속변수: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 -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

R=.282, R
2
=.080, 수정된 R

2
=.034, F=1.729, p=.076

[표 4-29]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CWBI-CWBO"값

종속변수인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

동”의 값과 분배·절차·상호작용공정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β값이 분배공정성 -.114, 절차공정성 -.167로 부(-)의 관계가 나타난 반

면, 상호작용공정성 .096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즉, 분배공정성이나

절차공정성이 높아질수록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 보다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의 수준이 더 많이 감소한 반면, 상호작용공정성은 그 반

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공정성 구성요소가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4는 지지되었다.

절차공정성이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

상한 가설4-2는 분석결과 절차공정성이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각되었다. 이는 가설3-2와 동일한 결과로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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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공정성이 조직 차원의 행동변수보다는 개인 차원의 행동변수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

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

설4-3 역시 기각되었다. 이는 가설2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상호작용공정성

이 비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므로, 영향력이 작은 절차

공정성이나 분배공정성은 개인에 대한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호작용공정성은 개인에 대한 행동을 뛰어 넘어, 조직에 대한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낙범(2012)에 따르면 조직공정성

구성요소 중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호작용공정성

뿐이라는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4-1 역시 지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큰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경향성은 발견

되었다. 즉, 분배공정성 인식이 증가하면,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 감

소분이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 감소분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

므로,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1은

제한적으로 지지된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표 4-30] 가설4 검증 결과

구분 가 설 결과

가설4
조직공정성구성요소가비조직시민행동의하위차원에미치는영향은

차이가있다.
채택

4-1
분배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 보다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I)’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한적

지지

4-2
절차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I)’ 보다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3
상호작용공정성인식은 ‘조직에대한비조직시민행동(CWBO)’ 보다

‘개인에대한비조직시민행동(CWBI)’에영향을미칠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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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검증 요약

가설1과 2를 검증한 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싿. 즉, 조

직공정성 인식이 조직시민행동과는 정(+)의 관계이며, 비조직시민행동과

는 부(-)의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분배공정성 인식은 두 종속변수에 유의

미한 영향이 없었으며, 상호작용공정성은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

동이나 비조직시민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에 대한 조직시

민행동이나 비조직시민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차공정성 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는 정(+)의 관계에 있었으나, 비

조직시민행동에는 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Aquino, Lewis & Bradfield(1999)는 절차공정성이 비조직시민행동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절차공정성이 유의미한 결

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이 한국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설

문에 솔직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설3과 4를 검증한 결과, 조직공정성 구성요소들은 개인 차원의 행동

변수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조직 차원의 조직시민행동 보다

는 개인 차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조직 차원의 비조직시민행동 보다는 개

인 차원의 비조직시민행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조직 차원의

행동과 개인 차원의 행동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는 아

니었으며, 미미한 정도의 차이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3과 4

를 가설로 설정한 것은, 기존 선행연구가 조직시민행동이나 비조직시민행

동의 하위차원을 정의하고 구분하는데 초점이 있었으므로,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연구영역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가설1, 2로부터 선행연구에서 밝힌 결과를 국내 통합 공기

업인 LH를 대상으로 하여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가설3, 4로부터 선행연

구에서 다루지 않은 하위차원의 행동과 조직공정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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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가설 검증 결과(종합)

구분 가 설 결과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의 상관관계

1 조직공정성인식은조직시민행동에정(+)의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1-1 분배공정성인식은조직시민행동에정(+)의영향을미칠것이다. 기각

1-2 절차공정성인식은조직시민행동에정(+)의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1-3 상호작용공정성인식은조직시민행동에정(+)의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1-4
조직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5
조직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직공정성과

비조직시민

행동의

상관관계

2 조직공정성인식은비조직시민행동에부(-)의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2-1 분배공정성인식은비조직시민행동에부(-)의영향을미칠것이다. 기각

2-2 절차공정성인식은비조직시민행동에부(-)의영향을미칠것이다. 기각

2-3 상호작용공정성인식은비조직시민행동에부(-)의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2-4
조직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5
조직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I)’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조직시민행동

하위차원의

상관관계

3
조직공정성 구성요소가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

향은 차이가 있다.
기각

3-1
분배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 보다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한적

지지

3-2
절차공정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 보다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3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 보다

‘개인에대한조직시민행동(OCBI)’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제한적

지지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비조직시민

행동

하위차원의

상관관계

4
조직공정성 구성요소가 비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

향은차이가 있다.
채택

4-1
분배공정성인식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 보다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I)’에 영향을미칠것이다.

제한적

지지

4-2
절차공정성인식은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I)’ 보다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3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CWBO)’ 보다

‘개인에대한비조직시민행동(CWBI)’에영향을미칠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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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조직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과는 정(+)의 관계가, 비조직시민행동과는

부(-)의 관계가 있다. 또한 조직공정성은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이나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에도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이나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에는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분배공정성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비조직시민행

동에는 상호작용공정성만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직공정성 구성요소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별도의 가설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직시민행동이나 비조직시민행동에는

상호작용공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조

직시민행동이나 비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이나 직급이 높

아질수록 절차공정성을 높게 인식하고, 동시에 조직시민행동 수준은 높은 동

시에 비조직시민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이나 교육수

준, 통합 전 출신기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남자가 여자보다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직시민행동

수준도 남성이 높았으나, 비조직시민행동은 여성이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가부장적이며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특히 공기업의 분위기에

여성직원들이 덜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출신에 따라

서는 토지공사 출신직원은 분배공정성에서, 주택공사 출신직원은 절차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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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호작용공정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토지공사 출신직원이 높은 조

직시민행동 수준과 낮은 비조직시민행동 수준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

았다.

그리고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조직시민행동이나 비조직시민행동의 하위

차원간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직공정성 구성요소들은 조직차원의 행동

보다는 개인차원의 행동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공통점이 있었다. 다

만 조직시민행동의 경우에는 조직공정성 구성요소가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조직시민행동의 경우에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조직에 대한 비조

직시민행동 보다 개인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째, 조직시민행동과 같이 긍정적 친사회적 행동에는 조직공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타행동과 예의성 등 개인차원의 조직시민행동은 물론이고, 스포츠맨십,

양심성, 시민정신과같은조직차원의 조직시민행동도 큰 영향을 준다. 둘째, 비조

직시민행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에는 생산성의 저하나 회사의 손실

등과 관련되는 조직차원의 비조직시민행동 보다는 대인관계적인 개인차원의

비조직시민행동으로 주로 발현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상호작용공정성의 경우에는 조직에 대한 비조직시민행동에도 큰 영향력을 미

친다.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인 조직시민행동을 증진하고 부정적인 비조직시민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직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분배공정성의 획기적인 개선이 자체적으로

어려운 공기업의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출신이 다른 구성원이 납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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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지

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현실적으로 직원 개개인이 개선할 수 있는 대인관계적 상호작용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전 임직원이 기울이거나 기업문화 운동으로 전

개하여 통합 공기업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조직시민행동을 증

진하고 비조직시민행동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제고함은 물론, 통

합조직의 조직 유효성을 증진함으로써 화학적 통합을 조기화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선행연구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하지만, 직

원들의 조직공정성의 인식이나 행동 수준에 대하여 자기기술식 설문조사

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함에 따라 몇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공정성

인식이 공사의 내부 상황에 따라서 급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리고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설문문항에는 자신의 행동 수준을

관대하게 평가하여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정적

인 설문항목인 비조직시민행동 수준은 실제보다 더 많이 긍정적으로 평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적 한계를 통제하기 위하여, 최대한

설문조사시에 솔직하게 답변하기를 요청하였으며, 설문결과가 통계법에

의거하여 익명처리됨을 강조하여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아울러 200개가 넘는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조직공정성 인식의 객

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 연구대상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승진인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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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짐에 따라 일부 응답자의 조직공정성 인식에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승진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응답자의 경우 부정적으

로 조직공정성을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 기간 동안 정부의 공

공기관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부채가 많은 공기업에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지급제한(50% 삭감) 조항 신설 및 복리후생이 과도한 공기업에 대한 복

리후생 축소 지침이 공공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분배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승진인사 결과나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 역시 한국토지주택공

사 구성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을 형성하는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조직공정

성 측정의 객관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증분석에 별

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또 하나의 설문조사의 한계로서 역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 즉, 조직

공정성 인식이 조직시민행동이나 비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 결과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연구설계와 반대로 조

직시민행동이나 비조직시민행동이 조직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실제로 통계분석시에 독립변수에 행동을 입력하고,

종속변수에 조직공정성 인식을 넣어 분석할 경우에도 같은 통계수치가

도출된다.

현실적으로는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원의 행동이 조직공정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할

것이다. 즉, 조직원의 행동이 관리자와 구성원 간의 교환의 질을 높여 인

사평정 및 개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승진이나 성과급 등에 있어서의 차등

이 발생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인식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인지선행론과 행동이 인식에 영향을 준

다는 인지후행론 중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업무 담당직원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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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0일부터 약 1주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총 8명에게 ‘조직공정

성 인식과 구성원의 행동 간의 관계를 인지선행론과 인지후행론 중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인지선행론 6명, 인지후행

론은 아니지만 인식과 행동이 순환적인 관계라는 응답이 2명으로 나타났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즉

각적인 결과로 볼 수 있지만, 행동이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리자와 구성원 간의 교환의 질이라든가 인사평정 결

과나 성과급 배분 등의 여러 가지 매개요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각적

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행동이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인식이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부수적으로 근무과정 중에 행동이 인식에 영향을 주는 순환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결과적으로 인식이 행동에 선행한다는 인지선행론이 보편적이라는 점

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조직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과 비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 정립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 인과관계 가능성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생각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적 가

설보다는 상관관계적 가설, 즉 정(+)의 관계이거나 부(-)의 관계로 설정하

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인과관계로 해석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조직시민행동 .3〜.4, 비조직시민행동 -.2〜

-.3으로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설문대상자의 동기부여 수준이나

기관장이나 부서장·부장 등의 리더십, 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 및 신뢰관

계, 기본적인 소양 및 의식 수준 등의 변수가 추가될 경우 설명력이 증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조직시민행동의 설명력이 낮게 나

타난 것은 친사회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에 비하여, 부정적 행동에 미치

는 영향요소가 다양하며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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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정되어 이론적으로는

시사하는 바가 존재하더라도 표본의 특성에서 외적타당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제한된 범위에서 선행연구들을 이론적으로

지지하면서 경험적 자료의 축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유용하나, 공기업

전체를 설명하는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타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범위를 확장시켜 타

공기업과의 비교 연구, 민간기업이나 정부부처와의 비교 연구 등도 필요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로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이

나 비조직시민행동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은 구성원들이 인

식변화를 조사한 시계열 자료나 실험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계열 자료, 종단적

분석 및 경로분석 기법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역인과관계,

즉 조직구성원의 행동이 조직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장적 연구

를 통하여 풍부한 이론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직시

민행동 뿐만 아니라 조직몰입과 같은 변수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

함으로써 통합 공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조직의 화학적 통합의 진행상

태에 대한 분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73 -

참 고 문 헌

<단행본>

구본장․박계홍(2004).『조직행동론』, 형설출판사

남궁근(2010),『행정조사방법론』 4판, 법문사

박소현․김문수(2001).『동기, 이론·연구 그리고 활용(4판)』, 시그마프레스

신유근(2008).『인간존중의 경영-조직행위론적 접근』, 다산출판사

유민봉․임도빈(2007).『인사행정론』, 박영사

이훈구(1999).『사회심리학』, 법문사

Daft, R. L.(2008). New era of management(9th ed),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Greenberg, J. & Baron, R. A.(2008). Behavior in Organization(9th ed),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Organ, D. W., Podsakoff, P. M. & MacKenzie, S. B.(2006).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its natur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SAGE Publications

Schultz, D. P. & Schultz, S. E.(2001). Psychology and work today(8th

ed.). Prentice Hall

<논문 등>

박순애․정선경(2011), “조직공정성과 경력정체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pp.1〜23

윤철완(2004), “피합병 기업 조직원의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황우․주재진(2007). “경찰공무원의 직무태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 pp.221-254.

이희자(1998),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조직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정숙(2008), “공정성 및 조직시민행동-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실증

비교 분석”, 한국학술정보



- 74 -

전영한(2004),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 :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한국

행정학보”, 38(5), pp.49〜65

정석환(2012), “공무원이 인지하는 조직공정성 요인이 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2), pp.244〜253

정윤길․이규만(2013), “지방공무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조직냉소주의와 역

할외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1), pp.171〜192

조은현․탁진국(2009), “조직공정성과 종업원 행동과의 관계-최고경영자

및 상사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 응용통계연구, 22(3), pp.463〜477

주정환(2009), “조직 내 개인-상사 적합성이 조직시민행동, 반생산적 과

업행동, 인상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낙범(2012),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영기․서재철(2011),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 한국관광학회

한광현(2004), “조직공정성이 반생산적 과업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감정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사관리학회, pp.57〜84

______(2008), “생산직 근로자들의 반생산적 과업행동 결정요인 및 조절

변인에 대한 다원적 접근”, 대한경영학회지, 21(6), pp.2771〜2798

황호영․최영균(2003),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주의, 집단주의 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

원개발 연구, 제5권 1호,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pp.1〜24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2013), LH 통합 4년 부채 현황은, (2013. 10. 8)

Adams, J. S.(1963),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equ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67, pp.442〜436

Flaherty, S. & Moss, S. A.(2007), “The impact of personality and team

contex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injustice and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7(11), pp.2549〜2575

Greenberg, J.(1988), “Equity and workplace status: A field 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pp.606〜613

_____________ & Tyler, T. R.(1987), “Why Procedural Justice in

Organization”, Social Justice Research, 1, pp.127〜142



- 75 -

Lind, E. A. & Early, P.(1990), “Voice, control and procedural justice:

Instrumental and non-instrumental concerns in fairness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pp.952-959

Moorman, R. H.(1991),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Do fairness perceptions

influence employee citizen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pp.845-855

Smith, B., Organ, D. W., & Near, J. P.(1983),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ts nature and anteced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 pp.665-663

Van Dyne, L., Graham, J. W. & Near J. P.(1983),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nstruct Redefinition, Manag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4), pp.765-802



- 76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를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연구를 위

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조직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오직 순수한 학문적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하신 정

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에 응하여 주신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 구 자 : 이 민 교

지도교수 : 전 영 한

연 락 처 : staten@snu.ac.kr

--------------------------< 작성요령 >----------------------------

1. 각 설문항목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너무 오래 생각

하지 마시고 읽고 난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대답하려 하지 마시고, 귀하의 실제

느낌이나 생각을 사실 그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3. 설문에 응답하시는 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 록]



- 77 -

No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조직은목표를달성하면적절한보상을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조직은 업무수행에 대한 노력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조직은 업무상 부여된 책임에 따라 적
절한 보상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조직은 과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스트레
스나 긴장만큼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조직은 인사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하고 정확한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조직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가급적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조직은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인사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조직은 인사 관련 의사결정 사항이나
실행과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상급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상급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원들
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상급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상급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업무처리 내용
및 과정에 대해 조직원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No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보다 내 부서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 내가 선택한다면 나는 내 부서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하기

보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부서의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

과 함께 일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

들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Ⅰ. 다음은 귀하의 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다음은 개인성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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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담당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된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직무역할은모호하고불분명한부분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No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조직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근무할 수 없거나 일에 참여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연락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일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
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조직의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질서를유지하기위해비공식적규칙을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업무시간에 개인적 용무(지인과의 약속, 인
터넷 검색 등)로 사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몰래 일찍 퇴근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능력보다 의도적으로 천천히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조직의 자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조직의 비용을 개인적 용도(지인과의 식사, 물품구입
등)에쓰거나경비를부풀려청구한적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운 다른 직원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해야할 업무가 많은 직원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도와달라는부탁을받지않고도상사의일을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동료직원의문제나고민을듣기위해시간을낸다. ① ② ③ ④ ⑤

15 동료직원에게 정보를 전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동료를 불쾌하게 만드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동료들 앞에서 다른 동료를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동료와 말하기를 거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동료들과 정치적, 종교적, 지역적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동료들과 상사를 험담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역할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시(✔) 바랍니다.

Ⅳ. 다음은 직무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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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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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석사 ⑤ 박사

4. 귀하의 직급은?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5. 귀하의 통합 전 출신기관은? ① 한국토지공사 ② 대한주택공사

★ 설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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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Behaviors of Employees

in Public Organization

: Focused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Lee, Min Kyo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s companies are running through adapting themselves to the

drastic changes of business environments. Public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adapt to the changes, too. In addition to public

organizations advancement policy of previous government, the present

government is asking the reforms about debt reduction and reckless

management. These changes need interdepartment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members of public organization. Howev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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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 duties about all the works in a public organization are almost

impossible. In that sense, attention toward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is increasing. OCB is individual behavior that is

discretionary, not directly or explicitly recognized by the formal

reward system, and in the aggregate promotes the efficient and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organization. And as a opposite concept of

OCB, there were studies about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CWB) in

the workplace. The academic commnity paid attention to organizational

justice(OJ) as a antecedent of OCB and CWB.

This study research on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LH). The reason for choosing LH is the fact that LH

needs organizational justice as a integrated public organization. And

LH went through a liquidity crisis after integration and the members

of LH are obliged to accomplish more than their role. In the process,

OCB must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This study is conducted by surveying 211 employees of LH.

The findings of the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First, OJ has a

positive relationship to OCB, and a negative relationship to CWB.

Second, OJ has a positive relationship to both OCB aimed at

individuals(OCB-I) and OCB aimed at organization(OCB-O). On the

other hand, OJ has a negative relationship to both CWB aimed at

individuals(CWB-I) and CWB aimed at organization(CWB-O). Third,

procedual justice(PJ) and interactional justice(IJ) has a positive

relationship to OCB. But distributive justice(DJ) has no meaningful

result to OCB. IJ has a negative relationship to CWB. Fourth, IJ has

a most powerful effect on both OCB and CWB.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ublic

organizations have to make a continuous effort to improve OCB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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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inimize CWBs.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unable to improvement DJ innovatively and characteristics as a

integrated company, public organizations have to improve consistently

institutional PJ. Second, all the members of public organizations have

to do their best to improve IJ to maximize OCB and to minimize

CWB. Those efforts will enhance business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a integrated company.

keywords : Organization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Procedual justice,

Interac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Student Number : 2013-2266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대상
	제 3 절 연구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조직공정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공정성의 개념
	2. 조직공정성의 유형
	3. 조직공정성에 관한 선행연구

	제 2 절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시민행동의 개념
	2.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
	3.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제 3 절 비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비조직시민행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
	2. 비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제 4 절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제 5 절 조직공정성과 비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1.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2. 조직공정성과 비조직시민행동의 관계
	3.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조직시민행동 하위차원의 관계
	4.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비조직시민행동 하위차원의 관계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독립변수
	2. 종속변수
	3. 통제변수

	제 3 절 자료의 수집
	1. 설문지 구성
	2. 표본의 선정 및 자료분석 방법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표본의 기초통계량 분석
	제 2 절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1. 독립변수 측정도구
	2. 종속변수 측정도구
	3. 통제변수 측정도구
	4. 설문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제 3 절 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제 4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
	1. 연령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2.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3. 학력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4. 직급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5. 통합 전 출신기관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제 5 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제 6 절 가설검증
	1.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2. 조직공정성과 비조직시민행동의 관계
	3.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조직시민행동 하위차원의 관계
	4.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와 비조직시민행동 하위차원의 관계
	5. 가설검증 요약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