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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Katz (1 964: 132)가 “공식적으로 규정된 청사진에만 의존하는 조직은 쉽게 와해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지적한 후， 많은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요구되거나 규정된 것 

은 아니지만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직에 도움을 주는 역할외 행동이 왕성 

하게 일어나는 조직이 그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역할외 행동에 관한 대표적 개념인 Organ (1 988) 이 제안한 조직시민행동은 그 개념적 

속성과 차원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경수， 최만기， 박봉규. 1995: 한정화， 홍길표와 김영수. 1999: Deluga. 1994: Niehoff 

& Moorman. 1993: Podsakoff. Ahearence , & MacKenzie , 1997) 

기업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조직에 의해 구성왼들의 업무를 미 

리 규정해 놓고 규정된 행동만을 요구할 경우， 비록 과업수행결과룹 표준화시킬 수는 있 

지만，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구성원들의 업무수행 규정을 다시 점검하여야 한다 구성원 

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공식화’ 등과 같은 조직구조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어렵다 왜냐하변 경영자들이 환경의 변화륜 정확하게 감지할 수 

* 동양대학교 경영관광학부 교수 
•• 동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영학바사 

].17 



148 勞使뼈係쩌究， 제 14권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변화를 감지하였다 할지라도 조직변화가 가져올 혼란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특정기업이 과거 변화해온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의존성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일정 기간동안은 환경과의 부조화 

상태가 유지된다〔김인수， 1999: 464J 따라서 환경과 조직구조의 부조화 상태가 존재 

하는 일정 기간동안 조직은 비효과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때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 

은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고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조직경쟁력의 핵섬원천은 인간이며，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은 경쟁우위를 창출 

하고 유지하는(예를 들면， 대고객 업무담당자가 공석중이라도 통료들에 의해 대고객 활 

동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음) 중요한 원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Paine & 

Organ , 2000J 이러한 주장은 조직시민행동이 개별 구성원의 이직과 성과， 재무자원이 

나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상황에서 조직이 요구하는 유연성 제 

공， 집단성과， 조직성과 둥과 같은 변수들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Chen ， Hui & 

Sego , 1998: Karambayya , 1989: Mackenzie , Podsakoff. & Fetter , 1993: 

Podsakoff. et , al" 1997: Podsakoff, Mackenzie , & Hui. 1993: Podsakoff & 

Mackenzie , 1994: Skarlicky & Latham , 1996J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러 연구를 통해 성격， 교육수준， 직무 

만족， 조직볼입 , 리더의 지원， 리더의 통제방법 및 리더 구성원 교환관계 등과 같은 변 

수들이 조직시민행동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남현， 김종우， 

이지우， 2003: Anderson & Williams , 1996: Bateman & Organ , 1983: 

Deluga , 1994: Morrison , 1994: Niehoff & Moorman , 1993: 0 ’ Reilly & 

Chatman , 1986: Organ , 1994: Scholl. 1981: Settoon , Bennett , & Liden , 

1996: Shore & Wayne , 1993: Smith , Organ , & Near , 1983: Wayne , Shore , 

& Liden , 1997: Williams & Anderson , 1991: Witt , 1991], 

이런 연구들을 통해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과 결정과정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증 

진되었지만 조직시민행통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 

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을 개인수준에서 분석 · 고찰하였고， 집 

단수준이나 조직수준에서 분석한 연구(Karambayya ， 1989: Podsakoff. et. a l., 

1997J는 희소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여 러 분석수준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최만기와 박오수(1 993)는 1960년부터 1991년까지 국내에서 발간된 전문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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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재된 조직행동분야의 논문 667편을 분석한 결과， 내용 변에서 집단행동에 관한 연 

구는 12%. 분석수준에서 집단을 분석수준으로 하는 논문은 단지 3.6%에 그쳐 조직행 

동연구에 있어 개인수준， 집단수준， 조직수준에 관한 연구의 불균등이 심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향후 조직행동연구들이 보다 폭넓은 주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가 개성과 독특성이 

발휘되어 연구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비록 조직시민행동 연구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분석수준Oevel of analysis)과 측정수준Oevel of measurement) 

에 있어 개인수준이라는 비교적 획일적인 방법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을 

집단수준과 같이 다른 분석수준에서 측정 · 분석하여 , 집단성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집단수준에서 조직시민행동과 집단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본 Karambayya (1989)는 

12개 조직의 사무직 및 전문직 종업원들로 구성된 집단을[Podsakoff. et. al ‘’ 1997: 

262). Podsakoff 등(997)은 제지공장의 40개 작업집단(구성원듀218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대상은 한정된 범위의 집단을 분석대상으로 삼음으 

로 연구의 일반화와 관련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조직에 속한 

다양한 속성을 갖는 집단을 대상으로 조직시민행동과 집단성과간의 관계를 검정함으로써 

연구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Rousseau (l 985)는 조직행동의 많은 연구들이 수준(]evel)에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아 혼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즉， 관심을 두고 있는 현상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수준， 그런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수준， 그리고 자료가 처리되고 검정이 이루어지는 수 

준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흔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행동연구에서는 수준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지우. 1995) 준거수준Oevel of reference)은 연구 

자들이 관섬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구성단위 (focal unit)와 관련된 수준으로 분석수준 

Oevel of analysis)과 측정수준Oevel of measurement)으로 구분된다 분석수준은 

제가된 주장을 검정하기 위해 관찰된 자료가 통계적으로 분석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측 

정수준은 자료가 관찰되고 있는 수준(예를 들면， 개인들의 반응을 통해 측정되는지 아니 

변 경영자의 평가에 의해 측정되는지)을 의미한다[Rousseau. 1985: 4. 이지우， 

1995: 13-14J 조직시민행동， 조직볼입 , 팀꼴입 등과 같은 변수들은 응답자들이 사회 

적 바람직성에 입각해 응답함으로써 과잉평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문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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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현상을 측정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관련 

정보를 구성원들의 상급자 등과 같은 다른 원천으로부터 획득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을 갖게 된다. 

준거수준이 개인수준인 조직시민행동 연구의 경우，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응답결과가 과영평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Farh. Podsakoff. & 
Organ. 1990; Niehoff & Moorman. 1993; Organ & Konovsky. 1989; Shore 

& Wayne. 1993) 에서 상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준거수준이 집단인 경우(집 

단에 초점을 맞추고 자료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연구) . 조직시민행동은 자신의 조직시민 

행통에 대한 응당자의 지각정도， 동료들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정도. 집 

단책임자가 구성원들을 평가한 정도를 측정하여 합산하거나， 부하구성원들 전체의 조직 

시민행동에 관한 집단책임자의 지각정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조직시민행동과 집단 

성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Podsakoff 등(1 997)은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할 때 구성원들 

의 응답에 기초한 설문지 반응을 합산하고 집단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 

에서는 집단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반응을 합산해 그 관계 

를 살펴보아도 측정수준과 관련된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성과 

에 관한 객관적 측정이 어려워 부득이 주관적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무엇에 

관한 누구의 평가가 조직시민행통이나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연구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조직시민행동과 집단성과 사이의 관 

계를 각 변수들에 대한 관찰자와 관찰대상을 일치시켜 살펴봄으로써 측정수준으로 인한 

변수틀간의 혼란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조직시민행동의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가 선행 

요인에 관한 연구보다 매우 적다. 둘째， 측정수준과 분석수준에서 개인수준의 연구가 압 

도적으로 많고 집단수준의 연구는 극히 희소하다- 셋째，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질문에 응 

답할 때 사회적 바람직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찰대상과 관 

찰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이나 조 

직수준에서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여러 산업영역의 다양한 집 

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의 일반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 

단에 초점을 두고， 조직시민행동을 다차왼으로 파악한 후， 다양한 측정수준별로 조직시 

민행동의 하위차원이 집단성과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여려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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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다양한 집단의 책임자와 구성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집단수준에 

서 설정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정하였다 요컨데. 집단수준에서 측정수준을 고려하여 

조직시민행통의 하위차원인 이타주의 행동， 스포츠맨십 및 자발적 참여가 집단성과에 주 

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배경 및 연구가설 이론적 
n u 

조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은 아니지만 조직의 원활한 기능에 기여하는 구 

성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정의되는 조직시민행동은 역할외 행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개 

Organ (l 988)은 조직시민행동을 이타주의 행동(altruism) , 양 1988) 념이다[Organ ， 

예의바른 행동(courtesy) 스포츠맨십 (sportsmanship) , 심적 행동(conscientiousness) , 

및 자발적 침여 (civic virtue)로 분류하였는데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연구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적 속성과 테두리를 잘 규정하고 있는 들 중에서 가장 포팔적이며， 

1995: 한정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송경수 등，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Konovsky & Pugh , 1997: Eerley & Lin , Farh , 1994: Deluga ’ 1999: 화등， 

1994: Menguc , 2000: Morrison , 1994: Niehoff & Moorman , 1993). 이타주의 

행동이란 조직 내 업무나 문제와 관련하여 타인을 돕는 자발적 행동을 의미하고， 동료가 

업무량이 많을 경우 도웅을 주거나 결근한 동료의 일을 처리해 주는 행동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양심적 행동은 구성원이 출근， 규칙 준수， 규제， 휴식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 

휴식시간을 초과하지 구 사항을 지키며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자유재량적 행동이다 

근무시간 중에 잡담을 하지 않는 것파 같은 행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스포츠맨 않거나， 

십이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나 고충플 참고 견디려는 의지이고， 예의바른 

준비하고 예방하는 자유재량적 행동은 다른 구성원뜰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사전에 

않거나 자신의 행동이 타얀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 행동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책임의식을 참여는 조직 내 활동에 그 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 7J "7 01 ""'L:" "/、 0'-'1

비강제적이지만 중요 

하다고 생각되는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등이 포한된다 

조직시민행동을 파악함에 있어 학자둡은 연구목적에 따라 만일차윈으로 파악하가나 다 

갖고 참여하는 행동으로 직장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안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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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파악한다， 다른 변수들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 

들 [Anderson & Williams. 1996: O'Reilly & Chatman. 1986: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 1990: Settoon. et. a! .. 1996: Wayne. et 

a .. 1997: Witt. 1991J 은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조직시민행동을 바라보지 않고 단일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조직시민행동과 같이 여러 차원으로 이루 

어진 개념을 마치 하나의 차원으로 구성된 개염으로 파악할 경우 변수들간의 관계에 관 

한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누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시민행통 연구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합당하다〔송경수 등. 1995: 한정화 등. 1999: 

De!uga. 1994: Farh et. a! .. 1997: Konovsky & Pugh. 1994: Menguc. 2000: 

Morrison. 1994: Niehoff & Moorman. 1993J 

Organ( 1988. 1990)은 조직시민행동을 이타주의 행동， 예의바른 행동， 격려 (cheer!eading) . 

우호적 분위기조성 (peacekeeping) . 양심적 행동， 스포츠맨십. 및 자발적 참여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최근의 실증연구을(Mackenzie et. a1.. 1993: Podsakoff & 

Mackenzie. 1994J을 검토하면 이타주의 행동， 예의바른 행동， 격려， 우호적 분위기조 

성에 대한 응답들에서 뚜렷한 구별이 어렵고， 도와주기 (he!ping behavior)라는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파악된다[Podsakoff. et. a! ‘ 1997 ‘ 263J. Podsakoff 둥(1997)은 이 

타주의 행동， 예의바른 행동， 우호적 분위기조성은 과업과 관련된 문제 발생을 예방하거 

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 (cheer!eading)는 실의에 찬 동료를 돕는다는 공통적 속 

성을 가지기 때문에 도와주기라는 개념은 이타주의 행동， 예의바른 행동， 격려， 우호적 

분위기조성이라는 구성개념의 고차(2차) 구성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enguc( 2002) 및 Podsakoff 등(1 997)이 조직시민행동을 도와주기， 스포 

츠맨십 및 자발적 참여로 분류한 견해를 받아 들였다 그렇지만 조직시민행동을 단일 차 

원(이타주의 행동)이나 두 차원(이타주의 행동-순응 등)에서 살펴본 연구들에서 이타주 

의 행동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타주의 행동이 도와주기라는 구성개념의 대표적 개념 

인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차원을 이타주의 행동. 스포츠맨섭 및 자발적 

참여로 파악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내적 효율성은 물론 조직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Skarlicky & Latham. 1996), 기업이 보유한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Podsakoff. et. a! .. 1993J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성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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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정( +)적 관계는 다수의 실증연구[Chen. Hui & Sego. 1998: Karambayya. 

1989: Mackenzie. et. a l.. 1993: Podsakoff. et. al .. 1997: Podsakoff. ct. al 

1993: Podsakoff & Mackenzie. 1994: Skarlicky & Latham. 1996 등〕틀에 의 

해 입증되었다 Podsakoff 등(1 997: 263-264)은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과 실증결과들 

을 근거로， 조직시민행동들은 1) 조직의 기능유지와 자원절약을 위한 노력을 감소시키 

고. 2)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며 . 3) 동료나 관랴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4) 팀 구성왼들과 작업집단의 조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5) 양질의 

근무여건을 형성하여 유능한 인재의 확보 빛 유지를 통해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 

문에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요약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수준에서 조직시민행동은 집 

단성과와 정(+ )적 관계에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가설 조직시민행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집단일수록 성과가 높을 것이다 

이타주의 행동의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집단성과는 높을 것이다 이타주의 행동은 

일이 많은 동료를 돕고， 결근자의 일을 쟁기고， 동료가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 

록 도와주고. 신입자를 도와주는 행동으로 구성된다‘ 동료들간에 헌신적 상호 도움은 구 

성원들간의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끌어내며， 팀워크를 향상시킨다 그 결과 유능한 

인재를 해당 집단에 계속 유지시킬 수 있고， 집단 내의 조정비용을 감소시키며， 동료들 

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집단성과를 증진시킬 것이다 동료들이 결근하였을 경우 그 일을 

챙기지 않으면 결근자가 수행하는 일의 고객이 기업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고객의 볼 

만을 야기하게 되며 그 결과 내부고객(결근자의 일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 

는 사람)의 업무처리는 지연되고， 외부고객들의 불평 · 불만이 증진되어 고객들은 이탈하 

게 된다 동료들이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도와주변 도움을 받은 사람은 상 

호호혜성의 왼칙에 따라 신세를 갚으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집단의 분위기가 좋아지며 

이는 집단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신입자를 도와주는 행동을 즐겨하는 숙련된 선임 

자는 신입자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 등을 전달함으로써 신입자의 조직사회화를 돕 

고， 기업의 교육훈련비용을 감소시키며， 아울러 해당 인력을 조기전력화 하는 등의 역할 

을 통해 집단이나 기업성과에 기여한다 Podsakoff 등(1 997)은 제지공장의 40개 작업 

집단을 대상으로 도와주기 행동과 생산량간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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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이타주의 행동과 집단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l 이타주의 행동이 많이 일어나는 집단일수록 성과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맨십과 집단성과 사이에 정( +)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 

다. 동료들간에 사소한 문제로 불평 · 불만 하느라고 시간을 소비하면 개인성과가 줄어드 

는 것은 물론이고， 집단의 분위기가 나빠져 유능한 인재들이 이탈하며 , 사소한 문제의 

대상이 개별구성원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리 

고， 팀워크를 해쳐 집단 내의 조정비용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집단의 성과를 떨어뜨린 

다. 사소한 문제를 확대하는 경향이 높은 집단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구성원들이 

모여 빈번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는 집단 책임자는 물론 구성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여 

성과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특정 개인이 통료들에게 이직을 하고 싶다고 자주 이야기할 

경우 자신의 이직의사가 증가됨은 물론 통료들조차 현 직장의 부정적 측면을 확대 해석 

하게되고 나아가 조직이나 집단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켜 집단성과에 부(-)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이런 주장은 Podsakoff 등(1 997)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런 논거와 선행연 

구를 통해 스포츠맨십이 높은 집단일수록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가설 2: 스포츠맨십이 높은 집단일수록 집단의 성과는 높을 것이다，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발맞추려는 노력， 회사이미지 향상과 유관한 일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측정된 자발적 참여의 정도는 집단성과와 정(+ )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 

왜냐하면， 극심한 환경변화로 조직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다 

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혁신기법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 

비하며 변화를 위해 동원된 제반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반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변 

화에 동참할 경우 그 효과는 증대되기 때문이다 회사일과 관련된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 

여함으로써 구성왼뜰과 집단의 환동음 조정하기가 용이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동료뜰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등음 통해 구성워틀의 역량 

을 증가시켜 작업방법의 개선 등이 가능하다 또한 구성원들의 자딸적 잠여블 폼해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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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엽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경우，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이 증가되고 그 결과 작 

업활동에서 불량의 감소를 가져오며 , 고객틀은 선한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높은 고객 충성도를 끌어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 

보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초얘는 집단이나 조직성과와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셜 3 자발적 행동이 높은 집단일수록 성과가 높을 것이다-

1lI.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분석절차 및 특성 

본 연구는 여러 산업에 속한 다양한 집단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규모 조직(병 

원， 공공조직， 제조업 및 금융기관)에 있는 다양한 부서와 소규모 집단(2금융권의 단위 

지정 새마을 금고 빚 신용협동조합， 소규모 무역회사 및 미용실)을 대상으로 펼요한 자 

료를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는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 

에 걸쳐 각 집단의 책임자(부서장 또는 사장)와 집단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업체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집단 책임자용 400여부와 구성원용 1. 8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였고 그 중 집단 책임자용 220부와 구성원용 748부가 회수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 

외하면 집단 책임자용과 구성왼용이 각각 208부와 706부이다 

본 연구의 분석수준은 집단이다 조직시민행동과 집단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왼들 

의 주관적 의견을 파악한 후 이를 합산하였다 이때. 개인적 점수를 집단단위로 합산하 

기 위해서는 지각적 동의 (perceptual agreement)를 조사하여 합산할 수 있는지를 파 

악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평가자간 신뢰도와 동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차종 

석， 김영배. 1994: Klein. Conn. Smith. & Sorra , 2001 1.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들 

이 평가대상에 대해 얼마나 같은 평가륜 하는 지를 의미하는 평가자간 동의도를 살펴보 

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라 평가받고 있는〔차종삭‘ 김영배， 1994J rwg지표릎 사용하였다 

그 결과 208개 집단 중 14개 집단의 평가자간 동의도가 낮아 해당 집단을 제외하고 나 

머지 194개 집단의 집단 책임자용 설문지와 해당집단의 구성원용 섣문지 656부를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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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변 다음과 같다. 각 집단이 속한 조직규모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대규모 조직내의 집단이 98개로 50.5%를， 소규모 단위집단이 

49.5%(967H)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규모는 평균 8.8명으로， 5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55개 (28.4%)， 7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41개 (2 1.1%)， 11명 이상이 

38개(1 9.6%) ， 4명 이하가 35개(18%) , 무응답이 25개(1 2.9%)를 차지하고 있다. 각 

집단이 속한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43개 (22.2%) , 무역회사 36개(18.6%) , 

미용실 357H (18.0%) , 공공조직 29개(14.9%) ， 병원 27개(1 3.9%) ， 제조업체 24개 

(1 2.4%)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집단 책임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책임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163명 (84.0%) ， 여성이 29명(14.9%)으로 나타 

났고，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기혼자가 172명 (88.7%) , 미혼자가 15명 (7.7%)이다. 집단 

책임자들의 근속년수는 평균 12.8년이었으며 구체적으로 5년에서 10년 근속자가 56병 

(28.9%) , 5년 이하 근속자가 44명 (22.7%) ， 16년에서 20'1 근속자가 38명(19.6%) ， 

21년 이상 근속자가 31명(1 5.9%) ， 11년에서 15년 근속자가 23영(11. 9%) ， 무응답이 

2명(1 .0%)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2.4세였으며 41세에서 50세까지가 94명 

(48.5%)이며， 31서l에서 40세까지가 70'정 (36.0%)이고， 51셰 이상이 21 명(1 0.8%) ， 

30세 이하가 8명 (4.1 %)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과 직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 

답자중 65명 (33.5%) 이 대졸인 것으로， 전문대졸이 62명 (3 1. 9%) ， 고졸이하가 44명 

(22.7%) , 대학원졸업이 22명 (11 .4%)이며， 직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과장급이 74명 

(38.1%) , 부장 · 이사급이 57명 (29.4%) ， 대표이사가 51명 (26.3%)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집단 구성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372명 (56.7%) , 

여성이 273명 (41.6%)을 차지하고있고，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기혼자가 328명 (50.0%) , 

미혼자가 285명 (43.5%)으로 나타났다 구성왼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6.68년이였으며 5 

년 이하 근속자가 366명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하였고， 5년에서 10년 근속자가 

120'정(1 8.3%) ， 11년에서 15년 근속자가 64명 (9.8%) ， 16년에서 20년 근속자가 53 

명 (8.1%) ， 21년 이상 근속자가 15명 (2.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3 1. 8세이 

며 30세 이하가 294명 (44.8%)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31세에서 40세까지 

가 259명 (39.5%) ， 41 세 이상이 75영(11. 4%)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직급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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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학력의 경우 응답자중 251 명 (38.3%)이 전문대졸인 것으로， 대졸이 207명 

(3 l.6%) , 고졸이하가 153명 (23.3%) ， 대학원졸업이 27명 (4.1%)이며， 직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원급이 417명 (63.5%) ， 대리급이 123명 (18.8%) , 과장급이 82명(1 2.5%) 

순으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처리와 검정을 집단 수준Oevel of analysis)에서 실시하였고， 

조직시민행동과 집단성과라는 현상은 관찰대상과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 각각의 측정수 

준Oevel of measurement)에서 측정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의 측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집단구성원이 자신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고(예 나는 일 

이 많은 통료를 기꺼이 도와준다) , 둘째， 집단구성원으로 하여금 동료들의 조직시민행동 

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고(예 우리 부서(팀)원들은 일이 많은 동료를 기꺼이 도와준 

다) , 마지막으로 집단책임자들로 하여금 집단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전체적으로 파 

악하도록 하였다(예， 우리 부서(팀)왼들은 일이 많은 동료를 기꺼이 도와준다) 집단성 

과는 집단구성원들과 집단책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평가되었다 

1) 조직시민행동 

본 연구에서는 Organ (1 988)이 제시한 조직시민행동의 차원 중 이타주의 행동， 스포 

츠맨십， 자발적 참여의 세 가지 차원을 Niehoff와 Moorman ( 1993) 이 사용한 설문문항 

을 갖고 Likert유형의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타주의 행동은 일이 많은 동료의 일을 둡는 정도. 결근한 사람의 일을 돕는 정도 등 4 

문항， 스포츠맨십은 문제를 확대시키는 정도(역서술) , 사소한 문제에 불평 · 불만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정도(역서술) 등 4문항， 자발적 참여는 회사일과 관련된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 회사의 발전적 변화에 발맞추려 노력하는 정도 등 4문항이 측정에 사용되었다 

2) 집단성과 

집단성과는 구성원들과 집단 책임자 각각이 부서 업무의 질， 업무시간을 낭비하지 않 

는 정도， 효율적 업무수행정도， 동발적인 문제의 효과적 수행정도， 혼란스런 상황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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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대처하는 정도， 업무와 관련된 기술변화나 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의 측정을 위해 이상호(1 995)와 

이지우(1 995)가 사용한 항목틀 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7개 문항을 사용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 초점을 두고 측정수준Oevel of measurement)에 따라 세 개 

의 연구모형과 각각의 가설을 제시한 후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여 겸정하였다- 연구 

1에서는 구성원이 자신들의 이타주의 행동， 스포츠맨십 및 자발적 참여에 대한 지각과 

자신이 지각한 집단성과 사의의 관계를. 연구 2에서는 구성원이 인식한 동료들의 이타 

주의 행동， 스포츠맨십 및 자발적 참여와 자신이 인지한 집단성과 사의의 관계를， 마지 

막으로 연구 3에서는 집단책임자가 인식한 구성원들의 이타주의 행동， 스포츠맨십 및 

자발적 참여와 집단성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4. 측정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1) 연구 1 : 측정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 1의 측정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이타주의 행동， 스포츠맨십 , 자발적 참여 및 

집단성과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측정항목 19문항을 대상으로 확인요인분석을 설시하였 

다 그 결과 모든 항목들이 의도한 구성개념들에 적재되었다. 확인요인분석모형의 적합 

도(x2 =344.32. df=146. p=O.OO: RMR=O.029: GFI=O.843: NFI=O.88 1: 

CFI=O.927)는 RMR=O.05 이하. GFI=O.9 이상. NFI=O.9 이상. CFI=O.9이상 

의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할 때. RMR과 CFI는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x2에 대한 p 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 GFI 값과 NFI 값은 각각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모수틀간의 관계를 추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모수들은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각각의 구성개념에 유의하게 적재되었고， 이런 결과는 측정의 

타당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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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확인요인분석 결과 구성원 자신에 대한 지각(연구 1 ) 

켜u 로 추정치 
표준 

t값 p값 
표준화된 

오차 추정치 

이타주의 행동1 • 이타주의 행동 1. 00 0.73 

이타주의 행동2 • 이타주의 행동 1.13 0.12 9 .48 0.00 0.73 

이타주의 행동3 • 이타주의 행동 1. 24 0.12 10.82 0.00 0.84 

이타주의 행동4 • 이타주의 행동 1.06 0.11 9.83 0.0。 0.76 

스포츠맨십4 • 스포츠맨십 1.00 0.86 

스포츠맨십3 • 스포츠맨십 0.95 0.07 14 .47 0.0。 0.83 

스포츠맨십2 • 스포츠맨십 1. 05 0.06 17.09 0.00 0.92 

A포츠맨십 1 • 스포츠맨십 0.92 0.06 15.34 0.00 0 ‘ 86 

자발적 참여4 • 자발적 참여 1. 00 0.88 

자발적 참여3 • 자발적 참여 1. 03 0.07 14.31 0.00 0.82 

자발적 참여2 • 자발적 참여 1. 02 0.06 15.78 0.0。 0.87 

자발적 참여 1 • 차발적 참여 0.72 0.06 1 1.19 0.00 0.70 

집단성과1 ←집단성과 1. 00 0.84 

집단성과2 ←집단성과 0.93 0.07 13.92 0.00 0.82 

집단성과3 • 집단성과 0.94 0.06 15.14 0.0。 0.86 

집단성과4 • 집단성과 0.90 0.06 14.16 0.0。 0.83 

집단성과5 ←집단성과 0.89 0.07 12.96 0.00 0.78 

집단성과6 ←집단성과 0.92 0.06 14.28 0.00 0.83 

집단성과7 ←집단성과 0.85 0.07 12.60 0.00 0.77 

1: fixed parameter. n = 194. 
확인요인분석모형의 적합도 x2 =344.32. df=146. p=O.OO: RMR=0.029: 

GFI=0.843: NFI=0.881: CFI=0.927 

측정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a값을 살펴본 결과， 이타주의 행동이 

0.848. 스포츠맨십이 0 ‘ 922. 자발적 참여가 0.883. 집단성과가 0.933으로 나타나 측 

정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 2 측정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 2에서 측정의 타당도룹 살펴보기 위해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이타주의 행동，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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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맨십， 자발적 참여， 집단성과의 측정에 사용된 19문항을 대상으로 확인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확인요인분석모형의 적합도(x2 =343.60. df=146. p=O.OO: RMR二 0.024:

GFI=0.840: NFI=0.897: CFI=0.937)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각 모수들은 

〈표 2>에 나타나듯 의도한 구성개념에 각각 유의하게 적재되었다- 이를 통해 측정의 타 

당성을 검정할 수 있었다 

측정 문항들을 대상으로 Cronbach Q값을 살펴보면， 이타주의 행동이 0.890. 스포츠 

맨십이 0.943. 자발적 참여가 0.895. 집단성과가 0.933으로 연구의 측정이 충분한 신 

뢰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확인요인분석 결과 동료들의 지각(연구 2) 

경 로 추정치 
표준 

t값 pR 표혈힘 

오차 추정치 

이타주의 행통1 • 이타주의 행동 1.00 0.86 

이타주의 행동2 • 이타주의 행동 0.94 0.07 14.51 0.00 0.83 

이타주의 행동3 • 이타주의 행통 0.94 0.06 17.03 0.00 0.91 

이타주의 행통4 • 이타주의 행동 0.69 0.06 11.21 0.00 0.70 

스포츠맨십4 • 스포츠맨십 1.00 0.87 

스포츠맨십3 • 스포츠맨십 1.07 0.06 17.70 0.00 0.90 

스포츠맨십2 • 스포츠맨십 1.08 0.06 19.12 0.00 0.94 

스포츠맨십 l • 스포츠맨십 1.03 0.06 16.96 0.00 0.88 

자발적 참여4 • 자발적 참여 1. 00 0.85 

자발적 참여3 • 자발적 참여 1. 04 0.07 14.67 0.00 0.85 

자발적 참여2 • 자발적 참여 1. 01 0.07 14.77 0.00 0.85 

자발적 참여 1 • 자발적 참여 0.81 0.07 12.19 0.0。 0.75 

집단성과l ←집단성과 1. 00 0.84 

집단성과2 • 집단성과 0.92 0.07 14.05 0.00 0.82 
집단성과3 • 집단성과 0.93 0.06 15.00 0.00 0.85 

집단성과4 • 집단성과 0.89 0.06 14.36 0.00 0.83 
집단성과5 • 집단성과 0.90 0.07 13.26 0.00 0.79 

집단성과6 • 집단성과 0.92 0.06 14.51 0.00 0.83 
집단성과7 • 집단성과 0.85 0.07 12.79 0.00 0.77 

1: fïxed parameter. n= 194. 
확인요인분석모형의 적합도 x" 二 343.60. df= 146. p=O.OO: RMR=0.024: 

GFI=0.840: NFI=0.897: CFI=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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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3 측정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 3과 관련된 측정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책임자들에게 질문한 이타주의 

행동， 스포츠맨십， 자발적 참여， 집단성과의 19문항을 대상으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모든 문항들이 〈표 3)에 나타나듯 각각의 구성개념에 유의하게 적재되었다 확인 

요인분석모형의 적합도(x2 =333.11. df= 146. p=O.OO: RMR=O.056: GFI=O.852: 

NFI=O.865: CFI=O.918)는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기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모수들 사이의 관계를 추정함에 큰 문제는 없는 듯하다- 이를 통해 측정의 타당도가 검 

정되었다 

〈표 3) 확인요인분석 결과 책임자에 의한 지각(연구 3) 

경 로 추정치 
표준 

t값 
오차 

이타주의 행동l • 이타주의 행동 l.00 

이타주의 행동2 • 이타주의 행동 0.94 0.09 10.07 

이타주의 행동3 • 이타주의 행동 0.93 0.09 11.00 

이타주의 행동4 • 이타주의 행동 0.84 0.09 9.29 

스포츠맨십4 • 스포츠맨십 l.00 

스포츠맨십3 • 스포츠맨십 0.98 0.07 14.11 

스포츠맨십2 • 스포츠맨십 l. 01 0.06 15.78 

스포츠맨십 1 • A포츠맨십 0.93 0.07 13.81 

자발적 참여4 • 자발적 참여 l.00 

자말적 참여3 • 자발적 참여 1.02 0.08 12.25 

자발적 참여2 • 자발적 참여 l.05 0.08 13.24 

자발적 침여 1 • 자발적 참여 0.86 0.08 10.16 

집단성과1 • 집단성과 l.00 

집단성과2 • 집단성과 1.15 0.12 9.52 

집단성과3 • 집단성과 l.04 0.11 9.69 

집단성과4 • 집단생과 1.15 0.11 10.30 

집단성과5 • 집단성과 0.98 0.11 9.07 

집단성과6 • 집단성과 l.00 0.11 9.18 

집단성과7 • 집단성과 0.95 0.10 9.11 

1: fixed parameter. n = 194. 
확인요인분석모형의 적합도 x2 =333.11. d(=146. p=O 00: RMR=0.056; 

GFl =0.852; NFI =0.865; CFI =0.918 

p~ 
표행된 

추정치 

0.77 

0.00 0.75 

0.00 0.82 

0.00 0.69 

0.87 

0.00 0.82 

0.0。 0.88 

0.00 0.81 

0.82 

0.00 0.79 

0.00 0.84 

0.00 0.69 

0.67 

0.0。 0.76 

0.00 0.78 

0.00 0.83 

0.00 0.72 

0.00 0.73 

0.00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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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Q계수가 

이타주의 행동은 0.838. 스포츠맨십은 0.907. 자발적 참여는 0.864. 집단성과는 0.896 

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결과는 연구의 측정이 충분한 신뢰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N. 분석결과 

1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값과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변수들간 상관관계는 〈표 4>에 제시되었 

다. 모든 변수들의 평균은 중앙값인 4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집단책임 

자가 지각한 집단성과가 가장 높게 (5.29) 나타났다 이타주의 행동， 스포츠맨십과 자발 

적 참여의 평균값은 각각 집단책임자가 지각한 정도.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조직시민행동 

에 대해 지각한 정도， 동료들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해 지각한 정도의 순서로 나타났고， 

집단성과의 평균은 집단책임자의 지각 정도(5.29)가 구성원이 지각한 정도(4.9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들의 행동에 비해 자신들의 행동을 높게 지각한 것으로 보아 

조직시민행동의 세 차원들에 대한 응답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평가된 듯하고， 조직 

시민행동과 집단성과 평가에서 집단책임자들의 평가가 구성원들의 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집단책임자들의 평가가 관대화 경향을 보이는 듯하다. 

또한 이타주의 행동의 경우 구성원이 자신에 대해 지각한 정도와 동료들에 대해 지각 

한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0.59)를 갖지만， 자신들이 지각한 이타주의 행동의 정도와 

책임자들이 지각한 이타주의 행동의 정도는 무관(0.11)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맨십 

과 자발적 참여에 대한 자신들의 행통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동료들의 행동에 대한 지각 

정도(각 0.7. 0 .43). 책임자가 평가한 정도(각 0.63. 0.28)의 순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결과는 특정 현상을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측정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종속변수가 독립변수들과 갖고 있는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구성원들이 지각한 집단성 

과는 책임자가 지각한 이타주의 행동을 저l외한 다른 모든 변수들과 0.15에서 0.8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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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적 상관관계를， 책임자들이 지각한 집단성과는 구성원들이 자신과 동료둘의 스포 

츠맨섭에 대해 지각한 정도틀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들과 0.2에서 0.76에 이르는 정 

( +)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및 Cronbach Q 

이타 이타 이타 스표츠 스포츠 스표츠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집단 집단 
표준 

주의 주의 주의 맨십 맨십 맨십 참여 참여 침여 성과 성과 명균 
편차 

(자신) (동료) (햄빼 (자신) (동료) (책임애 (자신) (동료) (책」재 (구뺑 (책J재 

이타주의 0.848 
501 0.52 

(자신) (a) 

이타주의 
0.59 0.891 4.88 0.58 

(동료) 

이타주의 
0.11 0.16 0.838 5.27 0.70 

(책임자) 

스포츠맨십 
0.32 0.22 0.21 0.922 4.74 0.87 

(자신) 

스포츠맨십 
0.25 0.28 0.10 0.70 0.943 4.54 0.86 

(동료) 

스포츠맨십 
0.08 0.19 0.44 0.43 0.38 0.907 4.92 Ll6 

(책임자) 

자발적참여 
0.64 0.46 0.13 0.21 0.15 0.09 0.883 4.89 0.54 

(자신) 

자발적참여 
0.51 0.65 0.12 0.08 0.17 0.05 0.63" 0.895 4.86 0.52 

(동료) 

자발적침여 
0.19 0.20 0.51 0.07 0.10 0.35 0.28 0.27 0.864 5.17 0.78 

(책임자) 

집단성과 
0.57 0.72 0.14 0.21 0.23 0.1 5 0.60 0.80 0.29 0.933 4.91 0.51 

(구성원) 

집단성과 
0.20 0.20 0.56 0.08 0.10 0.43' . 0.29 0.23 0.76 0.26 0.896 5.29 O 뻐 

(책임자) 

• p < 0.05. •• p < 0.0 1. (a) 대각선에 진하게 나타난 수치는 Cronbach 0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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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f설검정 결과 

본 연구의 가셜은 조직시민행동의 세 차왼과 집단성과간 관계에 관한 것이다 가설 검 

정을 위해 세 개의 연구모형을 대상으로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 

펴본 후，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검정하였다 

1) 연구 1: 자신들에 대한 지각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 x2
. RMR. GFI. NFI. CFI를 살펴보았고， 모수추정 

법은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s) 

을 사용하였다 〈표 5)는 구성원들이 자신에 대해 지각한 조직시민행통과 집단성과간 구 

조모형의 검정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구조모형은 측정모형과 통일한 측정지표를 사용하 

고 있고，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x2 =344.32. df二 146. p=O.OO: RMR=0.029: GFI= 

0.843: NFI=O.881: CFI=0.927)는 측정모형과 동일하며， 변수들간의 관계를 추정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가설검정 결과 구성원 자신에 대한 지각(연구 1 ) 

가 설 추정치 
표준 

t값 p값 
표준화된 

오차 추정치 

이타주의 행동 • 집단성과 0 ‘44 0.14 3.12 0.0。 0.36 

스포츠맨십 →집단성과 0.01 0.04 -0.20 0.84 -0.01 

자발적 창여 →집단성과 0.38 0.10 3.73 0.00 0.39 

1: fixed parameter. n = 194. 
확인요인분석모형의 적합도 x2=344.32. df= 146. p=O.OO: RMR=0.029: 

GFI =0.843: NFI =0.881: CFI =0.927 

가설 1은 집단의 이타주의 행동 수준과 집단성과가 정(+ )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었 

는데， 분석결과 Vll =0.36{t=3.12. p=O.OO)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이타주의 행동과 집단성과를 살펴본 Podsakoff 등(997)의 결과와 일맥상통 

한다 가설 2에서는 집단수준에서 측정한 스포츠맨십은 집단성과와 정( +)적 관계를 갖 

는다고 예측하였고‘ 분석결과 V12= • 0.01 (t= • 0.20. p=0.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런 결과는 두 변수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Podsakoff. et. 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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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의 주장과 다르다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은 집단일수록 집단성과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3에 관한 분석결과 Y13 二 0.39(t=3.73 ， p=O.OO)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odsakoff 등(1 997)의 연구에서는 스포츠맨십과 집단성과간의 관 

계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본 연구결과는 집단성과를 이해함에 있어 자발적 잠여가 중요하 

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2) 연구 2 동료들에 대한 지각 

〈표 6>은 구성원들이 동료들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이다 역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지각의 정도와 집단성과 사이의 

구조모형은 측정모형과 동일한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 

고，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x2 =343.60 ， d[=146 , p=O.OO: RMR=0.024: GFI 二 0.840:

NFI=0.897', CFI=0.937)도 측정모형과 동일하며 변수들간의 관계를 추정하는데 충 

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가설검정 결과 동료들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연구 2) 

가 셜 추정치 
표준 

t값 p값 
표랩된 

오차 추정치 

이타주의 행동 • 집단성과 0.26 0.06 4.18 0.00 0.29 

스포츠맨십 →집단성과 0.03 0.03 0.85 0.39 0.04 

자발적 조뼈 →집단성과 0.68 0.08 8.34 0.0。 0.65 

1: fixed parameter , n = 194 , 

확인요인분석모형의 적합도 x2 =343.60 , d[= 146 , p=O.OO: RMR=0.024: 
GFI=0.840: NFI=0.897: CFI=0.937 

가설 1은 집단의 이타주의 행동 정도와 집단성과가 정( +)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었 

는데， 분석결과 Yll =0.29(t=4.18 , p=O.OO)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Podsakoff 

등(1 997)의 설증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이타주의 행동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 

성과가 높다는 주장을 입증하였다‘ 가설 2에서는 집단수준에서 측정한 스포츠맨십은 집 

단성과와 정(+ )적 관계를 갖는다고 예측하였고， 분석결과 Y12 二 0.04(t 二 0.85 ， p=0.39)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Podsakoff 등(1 997) 이 스포츠맨십의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생산량이 증진됨을 엽증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런 주장 

을 검정하는데 설패하였다‘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은 집단일수룩 집단성과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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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가정한 가셜 3에 관한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Y13=0.65(t=3.73. p=O.OO)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준화된 추정치가 0.65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발적 

초써는 집단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집단성과와 

자발적 참여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Podsakoff 

등(1 997)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3) 연구 3 집단책임자에 의한 지각 

집단책임자가 지각한 조직시민행동의 각 차왼과 집단성과 사이의 가셜검정결과는 〈표 7) 

에 요약되어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x2 =344.32 ， df=146 , p=O.OO; RMR=0.029; GFI 

=0.843; NFI=0.881; CFI=0.927)는 측정모형과 동일하며， 변수들간의 관계를 추 

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1은 집단수준의 이타주의 행동과 집단성과가 정(+ )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었는데， 

분석결과 Yll =0.16(t=2.1 1. p=0.04)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타주의 행동과 집단효과성을 살펴본 선행연구[Podsakoff et. a l., 1997J의 결과와 일 

치한다 가설 2에서는 집단수준에서 측정된 스포츠맨십은 집단성과와 정(+ )적 관계를 갖 

는다고 예측하였고， 분석결과 Y12 =0.13(t=2.21 , p=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채 

택되었다. 이런 결과는 Podsakoff 등(1997)이 입증한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은 집단일수록 집단성과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한 가셜 3에 관한 분석결 

과 Y13=0.72(t=7.69 , p=O.OO)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로계수(Y13=O.72) 

를 미루어 짐작컨데 자발적 침여가 집단성과에 주는 설명력은 중요하다고 추측된다-

〈표 7> 가설김정 결과‘ 책임자에 의한 지각(연구 3) 

가 셜 추정치 
표준 

t값 p값 
표준화된 

오차 추정치 

이타주의 행동 • 집단성파 0.13 0.06 2.11 0.04 0.16 

스포츠맨십 →집단성과 0.07 0.03 2.21 0.03 0.13 

자발적 참여 →집단성과 0.57 0.07 7.69 0.00 0.72 

1: fixed parameter , n = 194 , 

확인요인분석모형의 적합도 x' =333.1 1. df= 146 , p=O.OO: RMR=O.056: 
GFI=O.852 ‘ NFI=O.865: CFI=O.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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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결과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집단에 초점을 두고， 측정수준을 고려하여， 여러 산업내의 다양한 속성을 갖 

는 집단을 대상으로 조직시민행동의 세 차원(이타주의 행동. 스포츠맨십， 자발적 참여) 

과 집단성과 사。l의 관계를 집단을 분석수준으로 하여 검정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첫째， 집단성과를 설명함에 있어 이타주의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은 다른 측정수준에서 이루어진 연구 1. 2. 3 모두에서 입증되었다 이런 결과는 이타주 

의 행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집단일수록 유능한 인재의 확보와 유지가 수월하며， 구성 

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집단 구성원들간의 업무처리나 이해관계에 있어 조 

정비용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집단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설 

가설 1 이타주의 행동 

→집단성과 

가설 2 스포츠맨십 
→집단성과 

가설 3 자발적 참여 
→집단성과 

( )안의 값은 경로계수임 

〈표 8) 7f설검정결과 요약 

연 구 

연구 1 : 자신에 대한 | 연구 2: 동료들에 대한 | 연구 3 상사에 의한 
구성원 지각 | 구성원지각 | 지각 

채 택 

(0 36) 

기 각 

채 택 

(0 39) 

채 택 

(0.29) 

기 각 

채 택 

(0.65) 

채 택 

(0 16) 

채 택 

(0 .13) 

채 택 
(0 72) 

둘째， 스포츠맨십이 집단성과에 주는 영향은 해당 변수틀을 집단책임자가 지각한 연구 

3에서만 확인되었디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는 스포츠맨십(측정플 위해 사용된 4문항 

모두 역서숭 문항임)과 집단성과를 구성원둡이 평가한 자료플 분석한 것이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 두 변수간의 관셰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구성원들이 스포츠맨십과 관련된 

자신의 부정적(역 문항으로 측정 여1. 사소한 문세에 불평 · 불만으로 시간플 보낸다)인 

모습윤 숨기고 이룹 생과외 무관한 것으로 여기려는 사회척 바람직성을 잘 보여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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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해석할 수 도 있겠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탄탄한 주장이라면 각 변수의 측정은 책임자가 평가하거나 제 3자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그 관계가 검정되지 않았지만 연구 3 

의 실증결과와 Podsakoff 등(1 997)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스포츠맨심이 형성된 집 

단일수록 성과가 높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즉‘ 좋은 스포츠맨십을 보이는 집단에서는 

우호적인 집단분위기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놓치지 않고， 팀워크의 향상을 통해 구성원 

들간의 조정비용을 줄이며 , 아울러 회사나 부서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받 

아들여 직무나 조직에 대한 애착을 증가시킴으로써 구성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집단효과성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셋째. 세 연구 모형 모두에서 집단성과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파악되 

었고，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집단성과를 설명함에 있어 그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동(자발적 

구성원들이 변화 실천을 위해 앞장서거나 회사 이미지 향상을 

대처하도록 하고， 참여)은 집단 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절히 

위한 적극적 

기술변화나 

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웅하도록 하며， 집단을 사이의 관계나 집단 내 구성원들간의 조정 

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이미지를 선하게 만들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거나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조직이나 집단의 효과성을 증진 

시킨다 

넷째‘ 본 연구는 경영자나 관리자들에게 집단내의 조직시민행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인적자원관리 담당자들은 조직시민행동이 많이 요구 

되는 부서에 구성원들을 배치할 때 구성왼들의 성격 등과 같은 바이오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신입사원들이 리더와의 갖는 리더 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도 

록 역할형성과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종업원들에게 자신들의 직무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직무의 깊이와 폭을 고려한 충실화된 직무를 부여하여 구성원들의 역할외 행동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집단의 책임자는 구성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양칠의 교환관계， 

감시나 통제가 아닌 위임이나 자율을 통해 조직시민행동을 활성화하고， 마지막으로 경영 

자들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서로 돕는 조직 

문화를 함양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조직시민행동 유받이 가능하다 

다섯째， 집단성과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자 

발적 참여와 이타주의 행동의 순서로， 연구 3에서는 자발적 참여 이타주의 행동，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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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맨섭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제지공장의 현장 근로자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Podsakoff 등(1 997)의 연구결과， 자발적 참여가 집단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 특 

성에서 그 원인을 추측할 수 있을 듯하다 생산라인에서 규정된 일을 적시에 실행하는 

작왼들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 현업을 벗어나 다양한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 

렵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본 연구결과는 구성원틀에게 회사발전을 위해 

다양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조직변화에 대해 경영자가 솔선수범 

을 함으로써 구성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집단이나 기엽의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함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2 연구의 기여 및 향후연구과제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과 관련된 집단수준의 연구가 희소하고， 이로 인해 연구의 일 

반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단수준에서 이루어진 조직시민행동의 측정수준을 연구에 

고려할 펼요성을 반영하여 조직시민행통의 세 차원과 집단성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이런 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첫째， 집단성과가 조직시민행동의 세 차원과 

맺는 관계를 입증하였고， 그 중에서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다양한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연구의 일반화를 추구하였고， 조직시민행동의 준거수준을 집 

단에서 실증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셋째， 집단수준의 현상을 측정할 때 발생하는 측정 

수준과 관련된 문제(관찰자와 관찰대상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 가지 수준에 

서 측정하여 변수틀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변수들의 평균과 상관관계를 통해 응 

답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관대화 경향에 의해 응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시민행동을 구성하는 세 변수 중에서 스포츠맨섭의 영향력은 연구 1과 연구 2 

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연구 3에서는 검정되었는바 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조직시민 

행동을 다양한 수준에서 측정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아야 변수들간의 관계에 있어 정교함 

을 추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조직행동연구에서 측정수준과 관련된 

관심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릎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집단 

수준에서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틀이 집단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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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집단이 갖는 고유한 속성을 고려하여 집단수준의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요인들에 대한 연구， 조직시민행동과 집단성과 사이의 매개변수나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들이 요구된다 둘째，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할 때， 집단책임자가 구성원을 개별적으 

로 평가 한 후 개별 점수를 합산하여 개별집단의 접수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 

았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입각해 웅답할 가능성이 높은 변수 

들은 그들의 상사나 제 3자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집단수준으로 합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연구가 그렇듯이 본 연구 역시 자료의 수집을 단일 시점에 독 

립변수와 총속변수를 수집함으로써 생기는 횡단적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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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Group Performance 

ABSTRACT 

Y ou-Sung Back* 
Jong-Woo Kim** 

Despite the study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as been of central 

importance to the field of organizational behavior ,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tested the assumption that these form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work group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ree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n group performance 

In order to analyze the fitness of the research models and to test the 

hypotheses , the data are collected from 194 group leaders and 656 group 

members in various industries through the administration of structured 

questionnaires ‘ A series of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is performed by the 

AMOS package. The goodness of fit indices indicate that the fit of the 

models to the data is generally good. In addition , all of three hypotheses are 

supported by the data. The results exhibit that altruism , sportsmanship , 

and civic virtu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group performanc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are 

outl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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