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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시민행동과 사회적 자본이 팀 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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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시민행동과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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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들어가며
조직행위론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개념 중 하나는 조직시민행통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OCB) 이다. 이 개념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범위를 자
발적으로 넘어서면서 동료를 돕고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종업원의 행동을 지칭한다.

조직시민행동은 자발적 행동 (organizational spontaneity) [George and Brie f. 1992)
과 유사한 개념이며 자발적 행동은 기능적 행동 (functional behavior) 을 포항한다는
측연에서 시민행동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보상시스댐에 의해 직

접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반면， 자발적 행동은 보상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차이점
이 있다

1983년 이래로， 지난 20년간 만족←조직시민행동의 연결 (satisfaction-OCB link) 을
기반으로 한 수 많은 실증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만족과 조직시민행

동에 관한 의문을 넘어서， 조직시민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다른 선행변수 (antecedent) 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Podsakoff. MacKenzie , Paine , and Bachrach(2000) 에
따르면 시민행동은 긍정적인 직무태도 (positive

job attitude)

외에도，

과업의

특성

(task characteristics) 이나 리더십 행동 Oeadership behavior)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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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h. Podsakoff. and Organ. 1990: Podsakoff and MacKenzie. 1995: Podsakoff.
Ì\ 1acKenzie.

and Bomrner. 1996b: Podsakoff. Niehoff. 1\1acKenzie. and Williams.

1993: Podsakoff. MacKenzie. Moorman. and Fetter. 1990].

그러므로 이전의 연

구들은 개인이 그들의 직무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조직에 몰입 되어 있을 때， 내적 만족을
일으키는 과업을 부여 받았을 때， 지지적이거나 영감을 주는 리더를 만났을 때， 공식적인

직무요구를 넘어서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수를 찾고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조직시

민행동의

결과변수 (consequence) 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Organ

and

Ryan. 1995: Podsakoff. MacKenzie. Paine. and Bachrach. 2000) 그리고 왜 조
직시민행동이 효과적인 조직의 기능에 펼수적인지， 어떻게 조직시민행통이 조직의 성과에

관련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의 결과를
단순한 조직의 성과로 생각하지 말고， 보다 넓은 범위의 변수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여야
한다

Podsakoff. MacKenzie. Paine. and

Kaplan and

Bachrach(2000) 는 그러한 변수들의 예로

Norton (1 996) 이 주장한 균형성과지표 (balanced scorecard) 의 네 가지

관점을 들고 있다. 균형성과지표는 조직의 성공플 재무적 관점(예
에도 고객 관점(예

RO I. 수익， 성장) 외

고객만족， 고객유지， 브랜드 가치) . 내부 프로세스 관점(예

best

practice. 혁신) . 종업원 관접(예: 종업원 만족， 종업원 이직·유지)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
다

이상의 네 가지 관점은 기업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요소들로， 시민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펼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는 (1) 보다 넓은
범위의 결과변수에 대한 검증과.

(2)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사회적인 절차 (social

process) 가 무엇인지 실증할 펼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시민행동의 새로운

결과변수로써 집단에 대한 만족을 제시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사회적 자본
으로설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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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직시민행동과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시민행동과 만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회적 자
본이 시민행통과 그 결과를 매개하는 사회적 장치로써 작용하는지， 어떻게 시민행동이 사
회적 자본의 형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결과로써 만족이 왜 중요한
지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시민행동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팀 만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몇 가지 가

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충성， 순종， 사회적 초얘， 기능적 참여， 지지적 참여 등의
다섯 가지 시민행동 형태가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관계적， 인지적 측면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측면이 어떻게 상호작
용 하며， 어떻게 팀에 대한 종업원들의 만족을 가져오는지도 논의하였다

1.

시민행동-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시민행동이 만족을 가져오는 과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상관관계 분석을 기반
으로 만속시민행동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 연구는 반박할 수 없는 인
과관계의 증거를 제시해 주지 않으며 , 변수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설명의 위협을
없애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무만족이나 기타의 과업태도는 시민행동과 관련이 았다는
영백한 증거가 있지만 [Organ

and Ryan. 1995). 그러한 변수들이 실제로 시민행동의

선행변수인지 결과인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직무에 대하여 만족하였거나， 조직에 대하여

몰입하고 있는 개인들이 시민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충성적이고 순종적이며 참여하는 동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때 직무만족과
조직볼입이 높아진다는 설명 또한 가능하다 [Bolino ，
그 예로，

Turnley. and Bloodgood , 2002).

Podsakoff. MacKenzie. and Hui (l 993) 는 시민행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

소틀이 시민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고， 직무만족은 시민행동이 많이 발생하는
조직에서 가장 높은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시민행통의 선행변수로 개념화 되어지는 변수들이 시민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증거기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볼구하고 지금까지 시민행동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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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설증연구는

Nguyen and 8eers(2000) 외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2,

사회적 장치로서의 사회적 자본

Nahapiet and Ghoshal (1998) 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에는 세 가지 구체적 측면이 있
다 (1) 구조적 측면， (2) 관계적 측면， (3) 인지적 측면이 바로 그것인데， 우선 구조적 측

변은 조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관계적 측연은 조직 내
개인들 사이의 연결이 갖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며， 인지적 측면은 사회적 연결망 속의 종
업원들이 공통의 관점이나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
의 세 가지 측면이 잘 발달하여 조직 내 구성원들이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며， 신뢰하며 통
일시 한다면，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이 증가하고 [Lazega

and Pattison , 2001: Leana

and Van Buren , 1999J , 정보의 교환과 혁신이 촉진되며 [Tsai and Ghosha l. 1998 ],
거래비용을 절감되어 [Lazega and Pattison , 2001 J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 [Adler

and Kwon , 2002: Nahapiet and Ghosha l. 1998J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조직의 효과적인 기능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하였지만，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
을 기울여 왔다 [Bolino ，

Turnley , and Bloodgood , 2002J

최근 들어， 조직의 인사관

행과 사회적 자본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시도가 있긴 하지만lI chinowsk i.

8haw ,

and Gant , 2002: Leana and Van Buren , 1999J , 아직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지는 않다，

Leana and Van Buren (1 999) 은 조직이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개

인이 아닌 팀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보상제도를 설계하며， 직무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때. 사회적 자본이 창출되며 유지된다고 하였다，
」

L

철강공장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혀시처
-I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이
밝혔다

Ichinowsk i. 8haw , and Gant(2002)
l....:.,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innovativc

사회 적 자본의 형성플 촉진한다는 것을

혁신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성과급 (pay-for-performance) , 문제해결팀제

(problem-solving tcams)
넓게 정의된 직무 (broadly

주의 깊은 종업 원 선발제도 (careful

defìned jobs) ,

고용안정

관리자 사이의 의사소통 (]abor-managemcnt

employee selection) ‘

(employment security) ,

communication procedure)

노동자-

등의 관행

장

을 포함한다

회

근· 김

성

수

이러한 관행을 도입한 참여중심의 생산라인 (involvement-oriented

은 통제중심의 라인 (control-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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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line) 보다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작

용이 활발하였으며， 회사에 대한 더 높은 신뢰를 보였다‘

3

사회적 자본의 결과

사회척 자본에 관한 정의는 그것이 다루고 있는 관계가 내적인가 (interna]) 외적인가

(externa]) 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의 정의가 (1) 하나의 행위자
가 다른 행위자와 유지하고 있는 관계，
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구조， 혹은

(2) 하나의 집합체 (collectivity) 내의 여러 행위자

(3)

두 가지 형태 모두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Adler and Kwon , 2002J ‘
외적관계는 사회적 자본의 중계형태 (bridging form) 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중심행위

자와 다른 행위자 사이의 연결망에 내재된 자원을 중요시 한다 [Adler

and Kwon , 2002J

이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기업이 경쟁적 상황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원리를
섣명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력성공 [Burt ，

Seibert , Kraimer , and Liden , 2001 J이나.
2001; Li n , Ense l. and
1996;

Burt ,

1997;

、laughn ，

198 1],

1992; Podolny and Baron , 1997;

구직

[Granovetter , 1973; Erickson ,

보상 [Belliveau ，

Fernandez and Castilla , 2001].

[Pennings , Lee , and van Witteloostuün , 1998J

0 ’ Reilly , and Wade ,
조직

사멸율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Coleman (1 988) 의 정의를 따라， 사회적 자본을 집단 구성원들의 결속으
로 인해 발생하는 집합적 재화 (collective goods) 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Burt ，

1992J

하지만 집합

적 재화로써의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 및 자원의 이전과 교환이 집단성과를

높여준다고 본다 [Leana

and Van Buren , 1999J 조직적 상황에서 팀과 같은 집단행동

은 구성윈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이 개인적 성공이 아닌 전체적 관점에서 협력과 교환을 유

발할 수 있도콕 조직된 것이다 [Lazega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면 -

and Pattison , 2001 J 따라서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의 목표달성플 위하여 서호 협력하고 신뢰한다면

조직은 경쟁우위륜 탄성할 수 있을 것이다 [Leana

그

and Van Buren , 1999J

분 연구의 논의는 개인작 수준에서 진행되어， 틴 내부의 진세적인 사회적 자본이나 집단

136

勞使關f系빠究， 제 14권

유효성으로써의 팀 만족을 논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효과적인 팀들은 하나의 팀으로써
보다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그 구성왼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만족되도록 한다 [Campion.

Papperυ

and Medsker. 1996J 그러므로 개인 수준의 연구 또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

질 것으로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내 사회적 장치를 원활히 하며， 사
회적 자본은 조직 내 프로세스로써 조직의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직시민행동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만족에 연결된다. 다시 말하
연， 조직시민행동은 기업 내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사회적 자본은 다시 종업
왼들의 만족을 이끌어 내게 된다.

m.

연구모형과가설

Bolino. Turnley. and Bloodgood (2002) 은
방법에 대하여 셜명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가 제시한 시민행동 모형과

조직시민행동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Van Dyne. Graham. and Dienesch (1 994)

Nahapiet and

Ghoshal (1 998) 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 모형

을사용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관계의 구조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조직，

조직간의 관계， 사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칠 수 있다 [Tsai and

Ghosha l. 1998J

‘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시민행동이 팀 만족을 가져오는 과정을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수준에서 연구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해선 조직시민행동이 팀 시민행동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미 많은 실
증연구가 조직시민행동과 팀 협력 [Srnith.

Organ. and Near. 1983J.

팀 성과 [Podsakoff.

Ahearne. and MacKenzie. 1997: Podsakoff and MacKenzie. 1994. 1997]. 팀
만족 [Nguyen

and Seers. 2000J

등의 관계에 대하여 밝히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설은 (1) 팀에 대한 시민행동이 개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2)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측면이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 (3) 개인의 사
회적 자본이 팀 만족을 가져오는 방법 등에 대하여 설정될 것이다. (그림 1)은 연구모형으
로， 가설 및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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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 시민행동과 사회적 자본， 팀 만족의 관계

시민행동

1.

회

사회적자본

결과

시민행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에 따르면， 사회적 참여는 집단 내 사회적 관계의 폭을 넓힘으로써 사회적 자본
의 구조적 측면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충성， 기능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는 종

업원들 사이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측면을 향상시킨다

1) 시민행동이 구조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측연은 종업원들이 서로를 알고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회사 내 여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종업원들과의 접촉

을 일으키는 사회적 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측면을 개발할 수 있다

Van Dyne.

Graham. and Dienesch (1 994) 는 사회적 참여의 예로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구성원들
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행동이 있다고 하였

다. 종업원이 팀 내 사회적 생활에 참여할 때， 그들은 다른 구성왼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
하여 네트워크 연결의 수를 증가시키게 된다

가설

1 팀에 대한 사회적 참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팀 내 사회적 관계의 폭이 넓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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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행동이 관계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1) 충성
충성은 개인적 이해를 희생하고 팀을 발전시키려는 구성원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충성적인 종업원은 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소속된 팀이
회사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Van

Dyne. Graham. and

Dienesch. 1994]. 그런데 Lewicki. McAllister. and Bies (1 998) 에 따르면. 사람들은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사람을 더욱 신뢰하

는 경향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소속된 팀에 대하여 충성을 보인다면， 그러한 행동은 다
른 구성원들에게 동료들과 팀 전체의 이익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것이
다 그러면 충성적인 사람은 동료들에게 신뢰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것이다

가설

(2)

2

팀에 대한 충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뢰가치성이 높을 것이다-

기능적 참여

기능적 참여는 어떤 직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의무를 넘어 그 이상을 행하는 행동을 말하

는데， 그 예로는 자발적인 시간 외 근무나 자아개발 등을 들 수 있다 [Van

Dyne. Graham.

and Dienesch. 1994).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측면을 개발하는데 긍정적
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요구되는 이상을 행하는 사람은 역량이 었고， 의지할만하며， 신

뢰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Mullen

and Copper. 1994]. 그러

므로 팀에 대한 몰입도가 높고 부지런하며 자신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 종업원들은 그들의
통료들에게 높게 평가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셜

(3)

3

팀에 대한 기능적 참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뢰가치성이 높을 것이다

사회적 참여

집단이나 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뜰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집단 응집성 (group
의 중요한 결정요소라고 하였다 [Mullen

cohesiveness)

and Copper. 1994]. 또한 사람들은 자신과 상

호작용 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다 [Granovetter.

1985; Ho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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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rry. 2000J 그러므로 팀의 회식이나 회의， 야유회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구성원틀과 긍정적인 관계와 우정을 만들 수 있다 결국사
회적 참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동료들에 의해서 더욱 신뢰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설

3.

4 팀에 대한 사회적 참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뢰가치성이 높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 팀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을 보면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측면이 팀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
다 팀 내에서 형성된 관계는 자왼과 정보의 획득， 긍정적인 의사소통， 구성원들 사이의 신

뢰와 협력 등을 유발하여 팀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

1) 구조적 측면이 팀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연결망 (social network) 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접근법은 행위자 (actor) 의 근접
성 (proximi ty) 이 가지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행위자가 연결망 내에서

가지는 관계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Baldwin. Bedel l. and Johnson. 1997J
중심이 되는 -

팀에서

많은 직접적 접촉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종업원은 중요한 자원이나 정보로의 접근이 쉽다 [Burt.

1997: Coleman. 1990J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폭이 넓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철을 개선하여 불확실성 (uncertainty) 과 애매모호함 (ambiguity) 을 줄일 수
있으며

[Ganster and Schaubroeck. 1991].

다른 구성원들 보다 통제력 (contro l)과 역

량 (competence) 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Burt.

는
오

그리고 이것은 과업으로부터

스트레스의

1997: Gist and Mitchell. 1992J

감소와

만족의

증가로 이어칠

것이다

[Baldwin. Bedel l. and Johnson. 1997: Ganstcr and Schaubroeck. 199 1: Seibert.
Kraimer. and Liden. 2001J
더욱 중요한 것은， 근접성 측면에서 본 사회적 자본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가 가까우면
그만큼 서로 협력할 동기가 클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사실이다〔손동왼.

2002J

그러므로

팀 내에서 긍정적이고 폭 넓은 사회적 관계룹 가지게 되면， 그만큼 동료뜰과 협력할 수 있
으며 사회선려착 지지 (psychosocial support) 갚 받음 수 있다

반대로 구성워틀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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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감소하면 협동과 파업수행에 지장이 온다 [Walton

and Dutton. 1969).

그러므

로 구성원들이 서로를 돕고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면， 그 집단의 유효성은 향상
된다 [Gladstein.

어서

1984J

매우 중요하며，

게다가 사회심리적 지지는 과업 스트레스나 긴장을 다루는데 있

직장생활의

고충에

대한 완충장치 (buffer) 로 작용하기도 한다

[Baldwin. Bedell. and Johnson. 1997J
Campion. Papper. and Medsker(996) 은 집단 구성원들간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
의 정도가 높을수록 집단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상과 같은 논의
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과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폭은
만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가설

2)

5

팀 내 사회적 관계의 폭이 넓을수록 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관계적 측면이 팀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갈등 (relationship con f1i ct) 은 구성원들 사이의 부조화(i ncompati bili ty) 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긴장 (tension) 이나 적개심 (animosity) . 방해 (annoyance)

논쟁 (bickering) 등을 포함한다 (Jehn.

.

1995).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나

대립은 집단의 기능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Jehn.

1995; Jehn. Northcraft. and

Neale. 1999]. 그 영향은 주로 생산성과 만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Gladstein.
1984J.
우선 생산성의 측면에서 본다연， 대인갈등은 (1) 집단 구성원들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

는 능력을 감소시키며. (2) 자신이 좋아하지 않거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동료들의 아이
디어를 쉽게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 하게 하고.
과를 감소시킨다 [Baron.

(3)

파업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성

1991; Jehn. 1995; Pelled. 1996J

그리고 대인관계의 긴장을 경험하는 종업원은 그들이 일 하고 있는 집단에 대하여 더 적
게 만족할 것이다 [Jehn.

1995J.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불안 (anxiety) 이나 근

섬 (fear) 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원들 사이의 낮은 신뢰와

의섬 (suspicion) . 적대감 (hostility) 은 좌절 (frustration) 과 정신적 부담 (strain) . 이직
및 성과의 감소로 이어진다 [Walton

and Dutton. 1969J

다시 말해 관계적 갈등은 여러

가지 부정적 반응을 일으켜 집단 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집단의 과업을 즐기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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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Ross. 1989J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뢰는 자왼의 교환과 의사소통， 개인틀 사이의 협동을 향상시킨다
고 한다 [Putnam.

1993; Tsai and Ghosha l. 1998J

따라서 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은 갈등을 적게 경험하고， 팀 자원으로의 접근성이 높으며， 다른 구성원틀과의
의사소통과 협동도 활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가치성이 높은 사람은 사람일수록 집단에
대한 몰입과 만족이 높으며 집단에 남으려는 의지도 높아질 것이다 [Gladstein.

1984;

Jehn. 1995; Jehn. Northcraft. and Neale. 1999J.
가설

6:

자신의 신뢰가치성이 높을수록 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N. 결 어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과 그 결과를 매개해 주는 사회적 장치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조직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사회적 장치이며， 조
직시민행동이 그러한 사회적 자본의 개발에 기여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

시된 가설들은 추후 설증연구를 통해 검증될 펼요가 있다본 연구의 두번째 목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소를 밝히는 것

이었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조직수준 결정요소〔예
행.

Leana and Van Buren.

1999J 나 사회적 자본의 결과〔예

본.

Nahapiet and Ghosha l.

고용관

조직유효성 혹은 지적자

1998J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olino.

Turnley. and

Bloodgood. 2002J ‘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수준의 행동이 사회적 자본
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Bolino. Turnley. and Bloodgood(2002)

은 개인으로써 좋은 시민이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중요하다고 한 사회학자
들〔예

Coleman.

1990; Putnam.

1993J 의 연구를 바탕으로， 종업원으로써 좋은 시민

이 어떻게 조직 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였다
셋째， 이전의 연구틀은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결과변수를 고
려한 연구들도 주로 재무적 성과만을 측정한 경우가 많았다 [Podsakoff. lv! acKenzie.

Paine. and Bachrach. 2000J 하지만 본 연구는 시민행동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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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만족이라는 새로운 결과변수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정치철학을 기반으로 한 시민행
동의 다섯 가지 측면이 사회적 자본의 서로 다른 측면에 서로 다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설

명하였다 즉， 서로 다른 형태의 시민행동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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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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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as been an important research topic
for a long time for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ers. However. an integrated
framework linking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eam satisfaction
has been conspicuously missing in the literature. In this exploratory study.
we

present

an

integrated

framework

linking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eam satisfaction. using social capital as a mediating variable
We also discus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 MBA.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