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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절차 공정성이 조직과 구성원간의 관계에 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라는 집단가치모델에

입각하여 몫을 결정하는 조직 구성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이 조직과의 심리적 유 를 증 시키고 행위를

결정한다는 가정 하에 전개되었다. 특히 절차 공정성의 활발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절차 공정성 지각

이 어떠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 기 이상의 성과를 유발하는 지에 한 체계적 연구가 미흡한 시점에서

절차 공정성 → 조직몰입 → 조직시민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 다. 연구결

과 절차 공정성 지각은 구성원의 조직과의 심리적 일체감을 증 시켜 결국 직무외 자발적 행동을 유발시

키고 있음을 밝혔다. 현 조직은 과거의 합리적 가치 추구만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처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열정을 통한 강한 정서적 반응과 이를 토 로 한 자발적 기 이상의 성과를 요구하

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첫째, 보상의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분배상의 불공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내 구성원들이 지각할 수 있는 수준의 절차공정성 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

음을 제안하 고, 둘째, 절차 공정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단기적 계량적 성과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을 제기하 다. 

I. ��

최근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 등 조직유효성을 증 시키는 요인으로 조직공

정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직공정성 이론은 Adams(1965)의 분배공정성(distrib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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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에서 기인하여 Thibaut & Walker(1975)가 법률분쟁상황에서 절차공정성

(procedural justice)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프래임웍을 개발하여 분배 공정성과의

차별되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Bies & Moag(1986)는 상호작용적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의 개념을 도입

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차별화를 시도하 다. 지금까지 연구된 조직공정성 문헌을 종

합하면, 분배공정성은“구성원들이 조직에 기여한 가로 받는 보상의 총량에 한

적절성의 인지정도”이며, 절차공정성은“보상의 총량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

이나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한 인지정도”로 정의된다. 한편 상호작용적 공정성

은“절차의 실행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처우의 공정성에 한 지각”으로 절차

공정성의 하위개념으로 볼 것인가 또는 독립된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한 많은 논란

이 있으나, 최근 연구에서 기존의 절차공정성과 구분하여 연구될 필요성을 강하게 제

기하고 있다(Bies & Moag; 1986, Moorman; 1991, Aquino et al.; 1997). 이와 같이 조

직공정성은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적 공정성으로 구체화되고 있으

나 조직공정성의 개별적 하위요소와 결과변수간의 관계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

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이 제반 조직유효성 변수에 동일한 역할

을 하는지 또는 조직유효성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각기 상이한 역할을 하는지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Folger & Konovsky; 1989, McFarlin & Sweeney; 1992, 임준철∙윤

정구; 1998).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분배공정성은 임금에 한 개인적 만족, 직

무만족, 전직 의사 등과 같은 개인과 관련된 변수와 접한 관련이 있으며. 절차공정

성은 조직몰입도, 상사에 한 평가나 신뢰, 권한의 합법성과 같은 조직 자체와 관련

된 변수와 관련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단주의 문화를 배경으

로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문화와 관련해 상당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집단주의 문

화에서는 개인의 욕구에 앞서 타인과 집단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며 집단의 이해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는 집단내 구성원과의 조화와 일

치 그리고 정서적 연 감을 중시하고,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단내 봉사, 집단이

익을 위한 자기희생, 불균형의 수용이라는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집

단주의 문화에서 조직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개인적 측면의 만족보다 조직적

측면의 몰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조직몰입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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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조직내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태도변수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성과

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임이 밝혀지면서 더욱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과 접한 관련이 있는 절차공정성을 조직공정성

의 주요 변수로 채택하 다.

한편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에

게 기 되는 성과를 넘어서 혁신행동을 포함한 자발적 직무외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

에 놓여 있다. 이러한 행동적 특성으로 최근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조직구성원의 공식적 직무행동만으로는 조직

유효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인식하 기 때문이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에 의해 공

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조직의 기능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구성원의 직무

외적인 자발적 행동이다. Organ(1988)에 따르면 조직시민행동은 조직내 부족한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생산적인 목적에 이들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수로 조직공정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해 보면 구성원의 행동적 측면의 향변수로 절차공정성을 강조하

고 있다. 실제로 Moorman(1991)의 연구결과 절차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분배공정성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의 안관

(1999)의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수로 조

직공정성의 하위요소인 절차공정성은 매우 의미 있는 변수이다.

한편 조직시민행동이 조직내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조직목표에 기여하

는 구성원의 직무외 자발적 행동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행동은 내재적 동기부여 및

정서적 반응을 통해 표출되게 되며, 이러한 내재적 인지의 정도가 행위의 강도와 지

속성에 절 적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성이론이 동기부여이론에서 출발

한 점을 감안하면 공정성 지각이 정서적 반응을 통해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조직공정성의 하위요소 중 절차공정성을 중심으로 조직적

측면의 반응과 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할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절차공정성을

선행변수, 조직몰입을 매개변수, 조직시민행동을 결과변수로 한 구조모델을 설정하

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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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考 및 假

1. 절차공정성과 조직몰입

절차공정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보상의 총량을 위해 이용되는 수단이나 절차가 얼

마나 공정한가에 한 구성원의 인지정도로 선행연구에서는 조직내에서 유지되는 공

식적 절차의 구조적 특징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Leventhal(1980)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공식적 절차에 향을 받는 당사자들에 한 고려, 일관성의

유지, 편견의 억제, 정확성의 유지, 수정 가능성의 존재, 윤리성의 유지를 제시한 바

있다(Konovsky & Cropanzano; 1991). 많은 연구에서 절차공정성이 조직자체와 관련

된 요인과 접한 관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조직몰입과의 관계이다.

한편 조직몰입은 조직적 측면의 유효성 측정기준으로 최근 조직을 위한 구성원의

기여적 행동과 접한 관련성이 입증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야이다. 조직몰

입은 개인과 조직을 동일시하고 개인이 조직에 공헌하고자 하는 상 적 정도로 단일

적 차원의 측정 척도(Porter et al.; 1974)와 다면적 차원의 측정 척도(Meyer & Allen;

1990)들이 개발되어 있다. 조직몰입의 다차원 측정 척도는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

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몰입은 그간 조직몰입 중 가장 많이 연구

되어 왔던 부분으로 구성원들이 조직에 해 느끼는 심리적 일체감의 정도이며, 몰입

된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표 및 가치관을 받아들여 조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O’Reilly and Chatman; 1986). 유지적 몰입은 자신이 조직에 투자한 가치가 증가하여

조직에 남음으로써 얻는 이득이 이직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조직 구성

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적 필요성이다. 따라서 유지적 몰입은 자신

과 조직간의 손익관계에 의거한 경제적∙합리적 측면의 태도이다. 규범적 몰입은 조

직 구성원으로서의 수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는 회사에 충직하고 의무를 수

행해야 한다는 가치관이며,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내적 규범

체계이다(Weiner; 1982). 위와 같은 3가지 차원의 조직몰입 척도 중 규범적 몰입은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고 개념 타당성 검증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Jaros et al.;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몰입 및 유지적 몰입만을 포함하고

224 經 � , 35 卷 2 3



자 한다.

절차공정성이 개인성과 측면보다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자체와 관련된 요인과 훨씬

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Lind & Tyler(1988)의 집단가치모델(group-value

model)에 기초한다. 이들은 기존의 절차공정성 이론이 단순히 어떤 결과를 이르게 하

는 수단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여 절차의 문제는 조직과 구성원간의 관계에

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조직내에서 자신의 몫의

크기뿐만 아니라 몫을 결정하는 절차상의 공정성 지각은 조직이 개인을 중요시 여기

고 있다는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경향이 집단과의 심리적

유 관계를 증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받게 되는 보상의 양

에 한 공정성보다 보상이 결정되는 과정의 공정성이 조직과 개인 사이의 강력한 심

리적 계약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증연구 결과 Folger & Konovsky(1989)는 분배공정성은 절차공정성보다 임금만족

에 2배 이상의 설명력이 있는 반면,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 및 상사에 한 신뢰에

분배공정성보다 더 유의한 것을 입증하 다. McFarlin & Sweeney(1992)도 은행조직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절차공정성이 분배공정성보다 상사에 한 평가, 조직몰입

과 같은 조직적 측면의 변수와 더 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Greenberg(1990)는 분배공정성을 낮게 인식하더라도 절차공정성을 높게 인식한다면

결과에 한 공정성 지각이 증가한다고 하여, 분배공정성 보다는 절차공정성이 조직

유효성변수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하 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

의 문화가 강한 기업에서 구성원이 공헌의 가로 보상분배만을 고집할 경우 자칫 이

기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절차공정성은 조직유효성의 선행요인으

로 분배공정성보다 중요한 개념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절차공정성과 조직

몰입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절차공정성에 한 지각은 정서적 몰입 및 유지적 몰입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2.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이란 조직의 공식적 보상체계 내에서 보상되지 않지만 조직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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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능 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이다(Organ, 1988). 따라서 조직

시민행동은 공식적 조직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구성원의 자발적 역할 외 행동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조직시민행동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직구성원의 공식적 직무 행동만으로는 조직성

과나 조직유효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조직시민행동이 성공적 조

직관리에 직접적 향을 미친다는 믿음 때문이다(MacKenzie, Podsakoff, & Fetter;

1991).

한편 조직시민행동의 하위구성요소에 한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표적

으로 Organ(1988)은 이타주의, 양심성, 예절성, 시민정신, 스포츠맨십 등 5가지를 제

시하 는데 많은 연구들이 그가 제안한 조직시민행동의 구성 요소들을 반 하여 후

속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Organ이 제시한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

소들을 분석의 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타

주의(altruism)는 조직내 타인에게 도움을 주어 조직의 능률을 증 시키는 행동이며,

양심성(conscientiousness)은 조직구성원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역할수행 및 작업

참여, 청결유지 등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이다. 예의성(courtesy)은 조직 내에서 타인

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행동이며, 시민정신(civic virtue)은 조직내

행사 및 회의에 참여하며, 조직의 지침을 숙지하는 등의 조직의 정치적 활동에 부응

하는 행동이고,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불평∙고충 등을

잘 견디며 규칙이나 판정에 승복하는 자발적 행동이다.

최근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이들 연구들은 크게 2가지로 별되는데 하나는 조직시민행동의 결정요인으로

조직몰입에 한 연구이며(Smith et al.; 1983, O’Reilly & Chatman; 1986), 다른 하나

는 조직시민행동에 한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에 한 연구이다(Van Dyne et al.;

1994, 송경수∙최만기∙박봉규; 1999, 김남현∙박봉규∙송경수; 1999). 전자의 표

적 연구로 O’Reilly와 Chatman(1986)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미국의 학부 및 MBA생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몰입의 하위요소인 동일시 감정, 가치의 내면화, 순응

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내면화와 동일시가 조직시민행동의 결정요

인임을 밝혔다. 여기서 가치의 내면화란 조직과 동일한 가치관에 기초를 둔 심리적

상태이며, 동일시 감정은 조직과 만족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한 심리상태이다. 또한

226 經 � , 35 卷 2 3



순응은 외부적 보상에 기초하여 태도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내면화와

동일시는 정서적 몰입과 유사하고, 순응은 합리적∙경제적 관계에 바탕을 둔 유지적

몰입과 유사하다.

후자의 연구로 Van Dyne et al.(1994)은 독립변수로 직무특성, 개인특성, 인구통계적

특성을, 매개변수 중 하나로 개방된 몰입(이의 측정변수로 조직몰입을 사용함), 종속

변수로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인 중 복종과 참여를 두었다. 연구결과 조직몰입이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매개요인 중의 하나임을 검증하 다. 한편 국내의 연구로 김

남현(1999) 등은 국내의 12개 종합병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성원의 개인의 작

업가치관과 조직시민행동간에 순응적 몰입이, 고차적 욕구와 조직시민행동간에 순응

적 몰입 및 내재적 몰입의 매개역할을 입증하 다. 또한 이들은 과업의존성과 조직시

민행동간의 순응적 몰입의 매개역할도 아울러 입증하 다. 그리고 송봉규(1999) 등

은 추가연구에서 순응적 몰입은 절차정당성과 조직시민행동의 4가지 하위요인(스포

츠맨십 제외)간, 내면화적 조직몰입은 절차정당성과 조직시민행동의 5가지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결과,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의 결정요인이든 혹은 매개역할이든 간

에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정서적 몰입 및 유지적 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III. 究의 計

1.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 모형은 절차공정성이 정서적 몰입 및 유지적 몰입에 미치는 향과 정서적

몰입과 유지적 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여 절차공정성, 조직몰

입, 조직시민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모델을 입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절차

공정성과 조직몰입,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간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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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모형의 분석방법은 절차공정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의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해 크론바하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계산하 으며, 또한 변수들 중 가장

관련성이 깊은 개념을 살펴보기 위한 단일 차원의 타당성 검증방법으로 주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또한 본 연구의 구조모델에 투입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본 연구의 초점인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검증

을 위해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표본은 제주지역 20인 이상의 250업체의 종업원을 상으로 임의 추출

하 으며, 설문은 각 업체에 부서별로 2부씩 620부를 배포하 다. 이중 응답이 불성

실하다고 판단된 설문을 제외한 404부의 설문을 분석에 활용하 다. 자료의 통계처

리를 위해서는 AMOS(Ver. 4.0)과 SPSS/PC+(한 Ver. 7.5)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

다.

2. 변수의 정의

절차공정성은 보상의 총량을 위해 이용되는 수단이나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한 구성원의 인지정도로 McFarlin & Sweeney(1992)가 만든 임금결정, 인사고과, 승

진의 일반적 절차 공정성 측정문항을 활용하 다.

조직몰입은 감정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3가지 구성요소 중 감정적

몰입과 유지적 몰입을 측정하 다. 감정적 몰입은 종업원 개개인이 자신의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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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정서적몰입

(η1)

절차공정성

(ξ1)

유지적몰입

(η2)

조직시민행동

(η3)



해 느끼는 일체감 정도이며, 유지적 몰입은 자신이 조직에 투자한 가치가 증가하여

조직에 남음으로써 얻는 이득이 이직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조직 구성

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Meyer 와

Allen(1990)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한국의 근로자를 상으로 측정한 Ko, Price, &

Mueller(1997)의 12개의 조직몰입 문항 중 감정적 몰입 및 유지적 몰입에 해당한 8개

문항을 측정하 다.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 조직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직의 효과성에 기

여하는 구성원의 자발적 직무외 행동을 의미하며, Organ(1988)의 측정도구를 토 로

이타주의, 양심성, 예의성, 시민정신, 스포츠맨십 등 5개 구성요인을 반 한 19개 문

항을 측정하 다.

IV. 結果

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절차공정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의 관련 요인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유효성

을 고려함으로써,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각 변수들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변수를

추출하고자 주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에서 요인패턴 행렬을 계산하고 공통

요인으로 추출된 요인들이 차별적 개념을 나타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각 요인과 변

수와의 상관행렬을 계산하여 <표 1>에 제시하 다. 

절차공정성은 단일차원의 요인으로 채택되었고, 조직몰입은 2개 요인, 조직시민행

동은 4개 요인이 유효성 차원에서 채택되었다. 조직시민행동의 요인분석 결과를

Organ의 측정결과와 비교해 보면 양심성 요인이 제외되었다. 이는 조직시민행동의

국내의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를 역할내 행동으로 지

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안관 ; 1999).

또한 요인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각 요인이 측정치가 일관성

없는 오차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내포하

고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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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개념/변수
요인 Eigen-

신뢰도
적재치 value

회사의 승진절차는 다른 회사에 비해 공정함(PJ1) .819
절차공정성 인사고과 절차는 다른 회사에 비해 공정함(PJ2) .811 1.789 .7918

보상결정 절차는 다른 회사에 비해 공정함(PJ3) .735

진실로 조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함(OC1) .856

정서몰입
나의 조직을 가족처럼 느낌(OC2) .812

2.769 .8926
나의 조직에 해 애착을 느낌(OC3) .795

조직몰입 조직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행복함(OC4) .747

이직한다면 안이 없음(OC5) .815

유지몰입
지금 조직을 떠나면 많은 것을 잃음(OC6) .769

1.351 .6478
내가 원하여도 이직하기 어렵다(OC7) .658
조직에 머무는 것은 원해서보다 필요때문임(OC8) .478

과다한 업무를 맡은 동료를 기꺼이 도움(OB1) .861

이타주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도움(OB2) .838

(OCB1)
새로운 동료가 업무에 적응하도록 도움(OB3) .825 7.478 .8977
결근한 동료업무를 기꺼이 신함(OB4) .761

체로 주의의 동료를 돕는 편임(OB5) .657

조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OB6) .798
조직 시민정신 조직 이미지를 높이는 행사에 자발적 참여(OB7) .790

2.106 .8531
시민행동 (OCB2) 조직의 요구하는 변화에 부응하도록 노력함(OB8) .742

조직의 정책이나 지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함(OB9) .612

예의성
동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함(OB10) .782

(OCB3)
동료와의 인간관계에서 문제 발생을 예방함(OB11) .748 1.122 .7040
행동시 동료에 미칠 향을 고려함(OB12) .612

스포츠맨
조직내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점을 찾아냄(OB13) .825

(OCB4)
조직의 긍정적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지적함(OB14) .816 1.202 .6926
사소한 문제에도 불평하는 편임(OB15) .648

누적분산 68.563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4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χ2/df/유의수준) 5323.27/324/.000



으나, 본 연구는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검증방법을 채택하 다. <표 1>에는 절

차공정성,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하위 구성요인에 한 신뢰성을 측정결과가

나타나 있다. 모든 구성요인들이 신뢰성계수(Cronbach’s alpha)가 0.6 이상으로 비교

적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2. 확인요인분석

주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결과를 토 로 구조모형의 간명성을 위하여 조직시민행

동의 4개 구성요인을 하나로 묶어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요인분석은 신

뢰성 검증이 단일 차원성을 완전히 보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용된다.

이 과정에서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은 제거된다. 검증결과 조직시민행동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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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확인요인분석

전체측정단위의 전체측정단위의

개념/변수 확인요인분석 확인요인분석

(스포츠맨십 포함) (스포츠맨십 제거후)

적재치 적합수준 적재치 적합수준

PJ1 .782*** .782***
절차공정성 PJ2 .787*** .788***

PJ3 .690*** .690***

OCB1 .735*** .730***

조직시민행동
OCB2 .791*** .799***
OCB3 .598*** .596***
OCB4 .072*** -

OC1 .825*** .826***

정서몰입
OC2 .823*** .822***
OC3 .877*** .877***
OC4 .767*** .767***

조직몰입 OC5 .689*** .689***

유지몰입
OC6 .754*** .754***
OC7 .514*** .514***
OC8 .283*** .283***

χ2 = 297.204 χ2 = 230.009
d.f. = 84 d.f. = 71
P-Value 0.000 P-Value 0.000
GFI = 0.916 GFI = 0.927
AGFI = 0.881 AGFI = 0.892
CFI = 0.914 CFI = 0.929
NFI= 0.883 NFI= 0.901
RMSEA 0.076 RMSEA 0.075



성 요인 중 스포츠맨십의 경우 요인 적재치가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여 전

체 측정단위의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조직시민행동에 스포츠맨십을

포함하 을 경우와 비교해 모형 부합지수가 높아져 더욱 유효한 모형이 되었다.

스포츠맨십을 제거한 전체 측정단위의 확인요인분석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연구단위에서 χ2값에 한 p값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χ2값의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제안모델이 현실을 제 로 반 하는

부합도가 좋은 모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부합지수들을 함께 고려

하여 궁극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결과 χ2 =230.009, d.f = 71(p = 0.000),

GFI = 0.927, AGFI = 0.892, CFI = 0.929, NFI = 0.901, RMSEA = 0.075로 나

타나 AGFI가 적합도가 판정 권장 기준(0.9 이상)을 충족시키지 않으나 나머지 변수

들이 적합도 판정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 분석결과의 수용에는 무리가 없다. 또한 3

가지 요인 적재치 역시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3. 상관관계분석

확인요인분석결과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 단위별 척도에 하여 서로의 관

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절차공정성과 결과변수인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매개변수인 정서적 몰입 및 유지적

몰입간에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유지적 몰입과 조직시민행동간

에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조직시민행동은 정서적 몰입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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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관계분석

변수 Mean S.D 1 2 3

절 차 공 정 성(1) 3.0644 .9572 1.000
정 서 몰 입(2) 3.3663 .9611 1.000
유 지 몰 입(3) 3.1522 .8193 .118* .211** 1.000
조직시민행동(4) 3.9329 .5812 .344** .464** .062

*p < 0.05 **p < 0.01



절차적 공정성은 정서적 몰입을 매개로 하여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에 의존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는 성급하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관계는 제3의 변수에 의한 거짓의 관계(spurious effect)일 수 있

기 때문이다.

4.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1) 연구모형의 검증

절차공정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으로 이어지는 본 연구의 구조모델을 검증한

결과 χ2 = 249.470, d.f. = 73, p-value = 0.000, GFI = 0.922, AGFI = 0.888 NFI

= 0.893, CFI = 0.921, RMSEA = 0.077을 갖는 <그림 2>와 같은 최적모형이 도출

되었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GFI, AGFI, NFI, CFI는 모형 적합도 판정 권장수준이

모두 0.9 이상이며 RMSEA는 0.05-0.08의 범위에서 수용한다. 본 구조방정식 모형은

AGFI, NFI가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Hair et al.(1995)의 주장과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들 측정값이 0.90 이하인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

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2) 연구가설의 검증

각 연구 단위들간의 관계에 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얻어진 <그림 2>의 관계를 나

∙姜 233

<그림 2> 구조모델의 검증

정서적몰입

(η1)

절차공정성

(ξ1)

유지적몰입

(η2)

조직시민

행동(η3)

(0.617)***

(0.205)**

(0.601)***

(-0.043)

주: (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p < 0.01, ***p < 0.001



타내면 <표 4>와 같다. 구성원에 의해 지각된 절차공정성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검

증한 결과, 절차공정성은 0.617의 경로계수와 p = 0.000의 수준에서 정서적 몰입에,

0.205의 경로계수와 p = 0.002의 수준에서 유지적 몰입에 각각 정(+)의 효과를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는 Folger & Konovsky(1989)와 MaFarlin

& Sweeney(199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절차공정성은 유지적 몰입보

다 정서적 몰입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Lind & Tyler(1988)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절차공정성은 조직과의 심리적 유 관계를 증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정서적 몰입은 0.601의 경로계

수와 p = 0.000의 수준에서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지적

몰입은 -0.043(p = 0.491)으로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부분 지지되었다. 이는 동일시 감정 및 가치의 내면화가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준다는 O’Reilly와 Chatman(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Kanter(1968)

는 정서적 몰입을“사회적 행위자들이 조직에 하여 열정과 충성심을 자발적으로 행

하려는 의지”로 정의하 다. 이 개념에는 정서적 몰입은 구성원의 자발적 행위인 조

직시민행동을 촉발한다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고, 본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

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한 결과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적 몰입은

절차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유지적 몰입은 그렇지 못하고 있

다. 이는 다양한 선행변수들과 결과변수인 조직시민행동간에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결과들(Van Dyne; 1994, 김남현 등; 1999, 송경수 등; 1999)과 비

교해 정서적 몰입이 절차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간의 매개역할을 입증한 것이다. 한

편 Becker(1992)는 조직에 남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과 조직을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경제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조직에 남게되는 유지적 몰입은 조직의 규범과 가

치를 받아들여 조직에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

하 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가설 및 구조모델의 검증결과 절차공정성은 정서적 몰입에, 정서적 몰

입은 다시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만 유지적 몰입은 절차공정

성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절차공정성은 정서적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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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매개로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고 있다.

V. � 및

본 연구는 절차공정성 지각이 조직몰입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통해 조직시민행동으

로 이어지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절차공정성 → 조직몰입 → 조직시민행동을 이어

지는 구조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조직공정성의 하위 구성요인들 중 절차공정성을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 결과 분

배공정성이 개인적 측면의 성과와 접한 관련을 맺는 반면, 절차공정성은 조직적 측

면의 유효성과 접한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조직적 측면의 유효성 측정

변수인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기에 적절한 변수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한 공정성이론이 동기부여이론에서 출발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공정성과 정서적 반응

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서적 반응의 조직적 측면의 결

과인 조직몰입을 매개변수로 설정하 다. 특히 조직몰입은 최근 성과를 예측할 수 있

는 강력한 변수임이 밝혀지고 있으며 절차공정성과의 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입

증되고 있다. 한편 기업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경 환경에 적응

하고 이를 개척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정된 목표달성 외에

조직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종업원의 혁신행동이나 공식적 역할 외의 자발적 직무행

동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종업원들이

구성원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에 기여하는 직무외 자발적 행동은 집

단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과변수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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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조모델에 의한 가설검증의 요약

가설 경로 경로명칭 경로계수 P-value 가설검증

H1
절차공정성(ξ1) → 정서몰입 (η1) γ11 -0.617 0.000 채택

절차공정성(ξ1) → 유지몰입 (η2) γ21 -0.205 0.002 채택

H2
정서몰입(η1) → 조직시민행동(η3) β31 -0.601 0.000 채택

유지몰입(η2) → 조직시민행동(η3) β32 -0.043 0.464 기각



시민행동을 선정하 다.

연구결과 절차공정성은 정서적 몰입과 유지적 몰입을 증 하는 요인으로, 정서적

몰입은 다시 조직시민행동을 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적 몰입

은 조직시민행동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차공정성은 정서적 몰

입을 매개로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토 로 도출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내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수준의 절차공정성 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즉 의사결정과정이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절차적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나 인사 및 보상절차가 조직내

구성원의 애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IMF 이후 경 환경의 불확

실성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이 구성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보상이 한정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분배상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안은

절차공정성의 확립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절차공정성의 확

보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핵심적 전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둘째, 절차공정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절차공정성이 단기적∙계량적 성과

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조직몰입 특히 감정적 몰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에 한 긍정적 지각이 구성원들

을 몰입케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나아가 정서적 몰입이 구성원들의 직무외 자발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으로 연계되는지를 장기적으로 모니터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절차공정성이 조직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에 한 인식을 고려하여 활용되어야 한

다. 첫째,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간격을 둔 종단적 연구

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는 횡단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과관계의 정확한 검

증은 시계열 자료나 실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본 연구결과도 이러한 연구들에 의

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상을 제주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이론적으

로 함축하는 바가 크다고 하더라도 일반화와 관련된 외적 타당성 문제를 지니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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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과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동일한 응답자가 원인

과 결과변수에 한 모든 정보를 제시하 다는 측면에서 동일측정오류(common

method variance)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실제변인 이상의 변인을 창출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절차공정성과 더불어 상호작용

적 공정성에 한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상호작용

적 공정성을 절차공정성과 다른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추가적∙

병행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을 집단주의 사회라는 가정하에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 IMF 이후 기업의 경쟁이 극 화되면서 능력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로 획일화시킬 수 있는가에

한 의문이 제기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적 기업문화를 지닌 기업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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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Mediators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ong, Byeong-Sik*
Kang, Young-Soon**

ABSTRACT

This paper ve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dur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research on the mediators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objects of this research are the employees of 250 business in Jeju island, and I used 404

samples out of them. I performed the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nd I used the AMOS (Ver.4.0) as an analysis means.

The summary of the verification results of the research model is following.

First, procedural justice has a positive effect on affective commitment and continuance

commitment. Second, the affective commi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ut continuance commitment has not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nly affective commitment mediate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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