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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역)의 구성원을 상으로 상사신뢰, 조직신뢰와 

조직시민행동(OCB)과의 인과 계를 조직몰입이라는 태도변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

째,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신뢰와 상사신뢰  조직신뢰만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조직몰입은 OCB에 

유의미한 정(+)의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직신뢰, 상사신

뢰와 OCB와의 인과 계에서는 상사신뢰만이 OCB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조직신뢰만이 조직몰입을 부분

매개로 하여 OCB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제어: 신뢰, 조직몰입, OCB】

Ⅰ. 머리말

최근 신뢰에 한 심이 조직효과성의 제고차원에서 학계나 실무계에서 

증하고 있다. 오늘날 조직내 혹은 조직간 신뢰는 조직의 안정성(stability)을 높이

고 조직구성원의 복지(well-being)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요소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많은 학자들은 신뢰에 해 조직구성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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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의 만족은 물론 조직의 목표와 생산성 그리고 구성원 개인의 자아실 을 

함께 도모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인 구성개념으로 진단하고 있다(Katz 
& Kahn, 1966; Cook & Wall, 1980). 특히 Golembiewski & McConkie (1975)는 신

뢰(trust)만큼 개인간 행태나 집단 행태에 철 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다

고 강조한다(Tan & Tan, 2000). 이래서 혹자는 신뢰를 21세기의 새로운 조직

리를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심요소로까지 부르기도 한다. 특히 공공부문 

조직의 경우 신뢰는 공공조직의 효과성이나 경쟁력(competitiveness)을 제고시키

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과의 계에서는 조직의 이미지 메이킹화 

작업을 통해 조직이 기존의 직무나 새로운 사업 혹은 정책을 시행할 때 든든한 

지원분 기를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Barney & Hansen, 1994). Behn(1995)
은 공공 리  차원에서 풀어야 할 주요 키워드  하나로 신뢰문제를 제기하

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불신은 규제와 규칙의 강화로 성과의 하를 가져오고 이

것은 다시 불신의 증 로 이어져 규제나 규칙을 더욱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래한다고 한다. 
한편 조직의 효과성과 련된 변수  최근 20여년동안 곧 련 학계에서 

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변수로는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이하 OCB)을 들 수 있다. OCB는 규정된 직무역할을 넘어서며, 직

으로 혹은 명시 으로 공식 인 보상시스템(reward system)에 의해 인정되는 행

태변수가 아니나, 반 으로 조직의 효과 인 역할(effective functioning)을 진

하는 변수이다(Organ, 1988; Chiu & Chen, 2005). 
따라서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한 믿음의 정도가 크거나, 상사에 한 믿음

의 정도가 클수록 조직몰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이는 조직구성원들의 자발

인 ‘역할외의 행동(extra-role)을 유발시키는 변인이 되며 나아가 조직의 효과성 

제고 등 조직성과를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조직의 효과 인 리 차원에서 신뢰와 OCB변수와

의 연계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 국내외 연구를 살펴 볼 

때, 공공조직정부의 구성원을 분석 상으로 하여 신뢰 등 OCB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심으로 이들 변수간의 인과 계(causal relationships)를 학문 으로 논의

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 로 본 연구는 공공조직을 상으로 신뢰와 OCB 변수

와의 인과 계를 고찰하고자 한다.1) 구체 으로는 신뢰와 ‘조직몰입  OCB 변
수’ 등 조직효과성 변수와 향요인변수간의 상호연계성을 공공조직을 사례로 

들어 실증 으로 탐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최근 공공부문의 화두로 등장하고 

1) 이들 변수간 계 고찰의 논리  이유는 후술하는 ‘Ⅱ. 연구변인의 개념  선행연구

의 검토’에서 상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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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직의 효과성 혹은 성과제고 문제에 해 정책  안이나 시사 을 도

출하고자 한다. 
상기의 연구목  달성을 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역)’를 사례로 선정해 

논의를 개하며, 구체 인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방식과 설문지 조사방식을 

함께 사용하 다. 문헌조사를 통해 조직신뢰, 상사신뢰, 조직몰입, OCB 등의 구

성개념과 측정변수를 원용하 고, 설문지를 통한 1차 자료는 해당 사례연구 

상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자기보고(self-reporting)형식으로 수집되었다.

Ⅱ. 연구변인의 개념 및 선행연구의 검토

아래에서는 신뢰(조직신뢰, 상사신뢰), 조직몰입, OCB 등 각 구성개념에 해 

이론 으로 고찰하고, 구성개념변수간 인과 계에 해 선행연구를 살펴본 뒤 연

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한 이 같은 논거를 토 로 본 연구의 개념틀을 제

시하고자 한다. 

1. 신뢰, 조직몰입, OCB의 개념

1) 신뢰의 논의

우선 신뢰개념정의에 한 다양한 시각을 주요학자를 심으로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Rotter(1967, 1971, 1980)는 사회학습이론의 에서 다른 개인 혹은 

집단이 약속한 것에 해 본인이 믿어도 될 것이라는 일반 인 기 라고 신뢰

를 정의하 다. Lewis & Weigert(1985)는 사람들간의 다양한 계속에서 발생하

는 사회  상으로 보았는 데, 이는 신뢰를 사회  상황으로부터 괴리된 개인

의 내부  심리상태로 보기보다는 조직구성원간 계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Zucker(1986)는 교환당사자간 공유되는 

계에 한 일정한 기 의 집합이라고 신뢰를 정의했으며, Gambetta(1988)는 신

뢰와 험간 계에 을 맞추어 신뢰를 상 방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어도 해롭지 아니한 어떤 행동을 취할 확률이 충분히 높다는 기  혹은 믿음

이라고 정의하 다. Coleman(1990)은 신뢰에 해 상 방이 어떻게 갚을 지를 

알기 에 상 방과의 사회  교환 계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해 Meyer Davis, & Schoorman(1995)은 신뢰는 체로 상 방이 자신에게 요한 

행 를 할 것이라는 기 에 기 하여 상 방의 행 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마

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신뢰에 한 주요 학자들의 을 조직내에서의 신뢰를 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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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먼  Mishra(1996)는 기존의 신뢰연구의 경우 분석단 를 개

인, 집단, 조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했다고 비 하고 신뢰의 다계층성을 지

한다. 즉 조직내 신뢰의 상은 조직, 최고 리자, 조직구성원과 업무를 함께 하

는 상사, 동료, 부하, 타 부서나 의 조직구성원 등 다양하다는 을 강조한다. 
Fox(1974)와 McCauley & Kuhnert(1992)는 신뢰를 상에 따라 수직  신뢰(조직

신뢰, 상사신뢰), 수평  신뢰(동료신뢰), 제도  신뢰(시스템에 한 신뢰) 등 3
가지로 범주화 하 다. 신뢰 상의 다계층성을 감안하는 경우 신뢰는 조직에 

한 신뢰, 상사에 한 신뢰, 동료에 한 신뢰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Robinson, 
1996; Butler & Cantrell, 1984; Hosmer, 1995; McAllister, 1995; 김호균, 2007b 재

인용). Gilbert & Tang (1998)은 조직에 한 신뢰(조직신뢰)는 상사, 동료에 

한 신뢰와 달리 비인격 이며 제도 이며 조직에 한 확신과 지지의 감정이라 

해석한다. 특히 조직내 신뢰에 한 연구 가운데 조직신뢰에 한 연구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김호정, 1999). 본 연구에서는 신뢰의 다계층성을 토 로 조

직내 신뢰를 수직  신뢰의 에서 하 구성개념인 조직신뢰와 상사신뢰로 

범주화해2) 후술하는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2) 조직몰입의 논의

조직몰입에 한 개념정의의 경우 학자들의 에 따라 조 씩 다르게 표

되고 있다. 주요 학자들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ok & Wall 
(1980)은 조직몰입을 ‘개인이 속한 조직의 특성에 정서 으로 반응하는 것(affective 
reactions)’이라고 보았으며, Mowday, Porter, & Steers(1982)는 ‘개인이 어떤 특별

한 조직에 해 동일시하거나 여하는 상  강도’라고 표 하 다(Avolio et 
al., 2004). Porter et al.(1974)는 ‘조직의 가치나 규범에 해 조직구성원이 느끼

는 동일화의 정도와 이를 실 시키려는 자발 인 의지의 정도’라고 하 고, O'Reilly 
& Chatman(1986)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한 심리  애착’이라 표 하면서 거

기에는 조직에 한 동일시 감정과 가치의 내면화가 존재한다고 하 다. Aranya 
et al.(1986)는 ‘조직과 개인과의 일체성으로 조직을 해 노력하고 조직에 머무

르겠다는 의지의 정도’라 하 고, Northcraft & Neale(1990)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한 충성심은 물론 조직의 항구  발 과 번 에 한 구성원들의 지

속 인 심 정도’를 뜻한다고 보았다. Meyer, Allen, & Smith(1993)는 조직몰입

을 크게 3가지로 범주화해 논의하 다. 정서 (affective) 몰입은 조직에 소속되

2) 수직  신뢰의 에서 논지를 개하는 근거는 공직내･외부 환경의 속한 변화로 

공공부문에서 제 등을 도입하는 등 조직의 구조를 유연하게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부문 구성원들의 의식에는 여 히 계층제  권 (hierarchial authority)방식

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하는 등 통  행정의 흐름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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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직과 동일시 되고자 하는 조직구성원의 감정  애착심을 의미하며, 지속

(continuance)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는 경우 그들이 지불해야 할 비

용에 기 를 둔 것과 련된다. 규범 (normative)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머물러야 하는 의무감과 련된 몰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몰입의 정의에

는 체로 조직에 한 충성심(loyalty)과 조직의 목표달성을 한 자발 인 의

지(willingness), 조직의 목표나 가치에 한 강한 수용정도(identification),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애착정도(attachment)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Bateman & Strasser, 1984).
한편 최근의 연구경향은 조직몰입에 한 하 구성개념을 정서  몰입(affective 

commitment)과 지속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등 2가지로 범주화 하여 지

속  몰입은 개인과 조직과의 유인-기여 거래(inducement-contributions transaction)
의 결과인 데 비해 정서  몰입은 조직이나 조직의 목표에 해 극 이고 고

강도의 경향(high-intensity orientation)을 나타내는 변수로 보고 있다. 이리하여 

조직몰입의 개념의 경우 개인과 조직의 심리  연  혹은 동일시에 을 맞

추어 부분 정서  몰입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인 경향이라고 

보는 논자도 있다(Buchanan, 19743); Etzioni, 1961; Mowday et al., 1982; Somech 
& Bogler, 2002; Avolio et al., 20044)). 본 연구에서는 Avolio et al.(2004)의 연구

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직몰입의 개념을 정서  몰입과 같은 개념으로 제하고

자 한다. 이에 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이나 조직의 

목표와 일체감이 형성돼 동일시정도가 높고, 조직에의 여정도가 높으며 애착

정도가 높을 경우 OCB의 유발정도도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조직에

의 신뢰정도 혹은 상사에 한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조직과 구성원간의 일체의

식 등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OCB의 논의

OCB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의 범 를 벗어나 조직발 을 

해 기여하는 자발 인 행동을 포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공식  

3) Buchanan(1974)는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로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동일시

(identification)이다. 조직에 한 자부심과 조직의 목표나 가치의 내재화를 뜻하며, 둘

째는 여정도(involvement)이다. 자신의 역할활동에 심리 으로 열 (absorption)하는 

것이다. 셋째는 충성도(locality)로 조직에 한 애정과 애착심, 조직에 머물고 싶어하는 

소속의식(a sense of belongingness manifesting as 'a wish to stay')을 의미한다(Cook & 
Wall, 1980).

4) Avolio et al.(2004)는 Cook & Wall(1980)이 개발한 9개항목을 참조해 조직몰입을 측정

했는 데, 조직몰입의 기본 인 구성물로 조직에의 동일시(identification), 여정도

(involvement), 충성심(loyalty) 등 3가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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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계에 의해 직  혹은 명시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조직구성원들의 

자발  행동으로서 체조직의 효과 인 운 을 진하는 역할과 계가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Coyle-Shapiro, 2002). 조직의 구성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으로는 역할행동(in-role)과 역할외 행동(extra-role)이 있는 데, 역할행동이 개인의 

성과를 높이는 것과 연계가 된다면 역할외 행동은 개인보다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것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Katz & Kahn, 1966). 
OCB의 구성개념에 해 많은 논자들은 구성개념의 범주와 련해 상이한 

에서 근한다.5) Smith et al.(1983)은 역할요건과 보상과 련된 직무업 을 

넘어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인 기여분이라고 정의하 다. 이는 OCB를 

재량 (Meyer & Herscovitch, 2001), 상황맥락 (Borman & Motowidlo, 1997) 혹은 

역할 외 성과와 련지은 것으로 해석된다. Organ(1988)은 조직시민행동에 해 

총체 으로 조직의 기능을 효과 으로 진하는 개인행동으로서, 자발  혹은 

명시 , 직 으로 공식  보상을 받지 않는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Organ의 입

장을 해석해 보면 OCB란 임의 이며, 보상과 무 하고, 총체 으로는 조직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다. 그는 OCB를 5가지 범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는 데, 첫째가 이타행동(altruism) 이다. 조직내에서의 과업이나 해결

해야 할 문제와 련하여 다른 동료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말한다. 조직구성원이 

이타 인 행동을 함으로써 조직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감소시키며 조직의 자원

유입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한 조직의 외부인에게 친 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그 조직에 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참여행동(civic 
virtue)이다. 이는 조직내의 활동에 심을 가지고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

하며, 조직의 발 을 해 신 인 제안을 하고, 조직내에서 달되는 사항이

나 문서 등을 숙지하고, 조직의 이미지 제고를 한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셋째, 양심행동(conscientiousness)이다. 조직구성원이 자신에게 요구되

는 역할을 최소수  이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시작시각 에 

출근하는 것, 불필요한 휴식 취하지 않기, 마감일 맞추기, 그리고 규칙이나 차 

수 등을 사례로 시하 다. 넷째, 의바른(courtesy) 행동이다. 이는 어떤 의

사결정으로 향을 받게 되는 당사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기본 인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 향을 받는 구성원들간에 정

보를 공유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의 유통이나 다른 구성원에게 향

을  수 있는 일에 한 사  언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 다섯째, 스포츠맨십

(sportsmanship)이다. 이는 조직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에 해 비난하지 않

5) Podsakoff et al. (2000)은 OCB의 범주화와 련해 연구자간의 의견일치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지 까지 연구자가 OCB의 범주화와 련해 연구에 사용한 것은 30개 정도 된

다고 하 다(Coyle-Shapir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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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충을 인내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나 고충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불평하는 신 보다 건설 인 목 에 노력을 쏟아 붓는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이에 해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Williams & Anderson, 1991; Podsakoff, 
MacKenzie, Paine, & Bachrach, 2000; Gautam et al., 2005; Finkelstein, 2006; Todd 
& Kent, 2006)은 조직시민행동은 두 가지 범주(dimension)의 형태를 띠며, 이는 

의도된 활동목표에 따라 구별된다고 강조한다. 첫째 형태가 OCBI이다. 이것은 

조직에서 개인구성원이나 집단과 련된 행태를 말한다. 둘째가 OCBO이다. 조

직자체를 목표로 하는 도움행 를 말한다. 이에 한 사례로 OCBI(individually- 
directed)6)는 일과 련된 문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 신입직원의 업무

응을 도와  등)과 련되며 OCBO(organizationally-directed)는 조직의 기능을 

개선하기 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례( , 조직발 차원에서 신 인 제안

을 함) 등이 해당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OCB의 하 구성개념 2가지 즉 

참여행동(civic virtue), 이타행동(altruism)에 양심행동(conscientiousness)을 추가하

여 OCB를 고찰하기로 한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OCB의 개념의 속

성은 첫째,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시하며, 둘째, 보상과 직 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셋째, 조직발 을 가져오는 역할외  조직행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6) OCBI는 Organ의 5가지 범주의 구성개념  altruism이 해당되며, OCBO는 Organ의 구

성개념  Civic Virtue와 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OCB의 하 구성개념으로 2가
지를 들고 있는 논자들은 OCBO를 ‘Voice'나 ‘Compliance'로 표기하고 있다(Chen et al., 
2002; Gautam et al., 2005; Todd & Kent, 2006). 

7) 신뢰변수, 조직몰입변수와 련하여 OCB를 고찰하는 본 연구의 경우 OCB 구성개념

에 해 다수설을 형성하고 있는 OCBI와 OCBO(Gautam et al., 2005)에 양심  행

(conscientiousness)변수를 추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신뢰

와 상사신뢰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정도가 높아지며, 이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요구

되는 최소한의 역할이상을 수행(역할외 행동)할 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Todd & 
Kent(2006)는 미국의 스포츠 제조업체 종사원을 상으로 실시한 ‘과업특징과 OCB와

의 직간  효과’에 한 분석에서 OCB의 구성개념을 도움행 (helping behavior), 스

포츠맨십(sportsmanship), 양심행동(conscientiousness) 등 3가지로 범주화해 연구를 진행

하 고, Smith, Organ, & Near(1983) 등은 OCB의 하 구성개념을 3가지 즉 이타주의

(altruism), 양심  행동(impersonal conscientiousness), 참석(attendance) 등으로 보았다

(Puffer, 1987), Nguni et al.(2006)은 거래 , 변  리더십이 직무만족을 매개로 조직

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OCB의 범주를 2가지 즉 이타주

의(altruism)와 일반화된 순응(generalized compliance) 등으로 나 었으며, 구체 인 측정

변수로는 ‘결석한 동료를 도와주기’, ‘요구되지 않은 행 를 자발 으로 하는 것’, ‘시
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기’ 등의 측정변수를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와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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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의 설정

이하에서는 먼  독립변수인 신뢰와 조직몰입과의 계를 살펴본 후 매개변

수인 조직몰입과 OCB와의 계, 끝으로 독립변수인 신뢰와 종속변수인 OCB와

의 인과 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신뢰와 조직몰입 관계

신뢰와 조직몰입과의 계에 한 실증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

로 외국의 연구사례가 많고 국내연구는 비교  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Boss(1978)는 신뢰환경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낮은 신뢰환경에서 일

하는 사람보다 높은 성과를 낸다고 밝혔고, 특히 인신뢰가 작업집단의 몰입정

도에 요요소라는 을 도출하여 조직몰입정도에 한 신뢰의 선행변수로서의 

유의미성을 입증하 다. Podsakoff, MacKenzie, & Bommer(1996)는 변  리더

십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과의 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신뢰는 높은 상호 계

 역할을 한다고 지 했다. 구체 으로 조직신뢰, 상사신뢰와 조직몰입과의 

계를 보면, Cook & Wall(1980)은 조직신뢰와 상사신뢰 각각의 변수와 조직몰입

과의 상 분석결과 조직신뢰와 상사신뢰와의 상 계가 상 으로 강하게 나

타났다고 분석했다. Roberts & O'Reilly(1974)는 상사신뢰와 조직몰입간에는 유의

미한 상 계가 존재한다고 말했고 DeCotiis & Summers(1987)는 조직신뢰는 조

직몰입과 상 으로 강한 상 성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Hrebiniak & Alutto 
(1972), Blake & Mouton(1984), Rousseau et al.(1998)는 상사에 한 부하의 신뢰

정도는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지 했다. Tan & Tan(2000)은 미

국의 회사원을 상으로 실시한 ‘상사신뢰와 조직신뢰의 차이’에 한 연구에서 

상사신뢰는 신  행태에 정(+)의 향을 미쳤고 조직신뢰는 조직몰입에 강한 

정(+)의 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Tellefsen & Thomas(2005)는 비즈니즈분야의 

시장연구 매니 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신뢰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을 높인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공공조직을 상으로 조직신뢰와 조직

몰입과의 계에 한 국내의 주요연구를 보면 김호정(1999)과 박철민･김 원

(2003)의 연구가 있다. 김호정(1999)은 신뢰와 조직몰입과의 계에 해 공무원

( 앙부처와 지방기 자치단체 등)과 회사원( 기업, 소기업)을 상으로 경험

 연구를 진행하 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직내 신뢰인 조직신뢰, 상

신뢰, 동료신뢰 3가지  조직신뢰가 조직몰입에 상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 상사신뢰가 동료신뢰에 비해 조직몰입에 상

으로 높은 상 성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박철민･김 원(2003)은 지방차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상으로 실시한 ‘조직공정성이 상 신뢰와 공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연구에서 상사신뢰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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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석･ 무경(2005)이 국내 10개 기업 종사자들을 상

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직신뢰와 상사신뢰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국내외의 실증  

사례연구  공공행정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매우 제한 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신뢰와 조직몰입과의 인과 계가 정(+)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

사해주고 있다고 단된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을 토 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H1: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신뢰(조직신뢰, 상사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2) 조직몰입과 OCB 관계

조직몰입과 OCB와의 계에 한 많은 연구결과들은 조직몰입이 구성원들의 

조직내 역할외 자발 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데 

체로 일치하고 있다고 해석된다(O'Reilly & Chatman, 1986; Shore & Wayne, 
1993; MacKenzie, Podsakoff & Ahearne, 199; Wagner & Rush, 2000). OCB에 한 

선행변수로 많은 논자들은 조직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들고 있으며, 개인

차원의 속성변수인 성격, 외향성, 동정심, 성취욕구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한 

상황요인으로는 직무특성이나 직무범 , 리더행동 등을 들고 있다(Podsakoff et 
al., 2000; Bateman & Organ, 1983; Organ & Ryan, 1995; Smith et al., 1983). 몇몇 

논자들의 입장을 보면 MacKenzie et al.(1998)은 조직몰입이 OCB를 매개하는 역

할을 하며, 직무 련행동이 조직몰입의 선행변수이며 조직몰입은 OCB의 선행변

수임을 실증 인 분석을 통해 밝 냈다. Scholl(1981)은 조직몰입은 행동성향을 

지속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성과에 한 물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경우라

도 OCB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 다. Weiner(1982)는 OCB는 조직을 

해 개인 인 희생을 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강화나 처벌이 따르지 않는 속성

을 지닌 조직몰입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조직몰입은 조

직발 에 필요하다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개인 인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OCB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Williams & Anderson(1991)은 조직몰입이 높

으면 이직이 감소하고, 동기유발을 제고시키며 OCB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Schappe(1998)는 조직몰입은 OCB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

았다. 한편 국내연구의 경우 공공조직을 상으로 조직몰입과 OCB와의 인과

계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단된다. 이 같은 선행연구의 논의

를 토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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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H2: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정도가 높을수록 OCB의 유발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3) 신뢰와 OCB 관계

OCB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에 해서는 외국의 경우 수많은 연구가 진행

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신뢰와 OCB와의 계를 다룬 연구는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직무만족과의 계(Bateman & Organ, 
1983; Motowidlo, 1984), 조직몰입과의 계(Williams & Anderson, 1991), 차  

정의와의 계(Moorman, 1991; Moorman, Niehoff, & Organ, 1992), 공정성 인지

와의 계(Farh, Podsakoff, & Organ, 1990; Konovsky & Folger, 1991; Moorman, 
1991; Niehoff & Moorman, 1993; Organ & Konovsky, 1989), 리더에 한 믿음이

나 충성심과의 계(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 1990) 등이 그것

이라고 할 수 있다(Deluga, 1995). 신뢰가 OCB에 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논자

로는 Puffer(1987)와 Podsakoff, MacKenzie, & Bommer(1996)가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 상은 공공부문이 아닌 사 부문이었으나 신뢰가 조직구성원

의 OCB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1990)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사의 행 는 조직구성원의 신뢰를 매개로 

하여 OCB에 향을 다고 밝히고 있다. Deluga(1995)는 미국의 군  종사원 

 비 투 원을 상으로 실시한 ‘상사신뢰와 OCB와의 계’사례연구에서 상

사신뢰는 OCB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 다. 한편, 국내연구

의 경우 지 까지 공공조직을 상으로 신뢰와 OCB와의 계를 분석한 연구사

례는 매우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부문을 상으로 조직신뢰를 매개변수

로 하여 공정성인식과 OCB과의 계를 고찰한 김호균(2007a)의 연구가 표

이다. 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직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은 

조직신뢰를 매개로 하여 OCB의 구성개념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 까지 기술한 국내외의 연구사례 결과를 보면, 신뢰는 직 이든 

간 이든 OCB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의 논거를 토 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H3: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신뢰(조직신뢰, 상사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OCB의 유발정도는 커질 것이다. 

3. 개념틀 구성

본 연구는 지 까지의 논의를 기 로 신뢰와 조직몰입, OCB 등 구성개념간 



조직신뢰, 상사신뢰와 조직효과성 ∙ 187

인과 계에 한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  

<그림 1> 신뢰와 조직몰입, OCB 관계 개념틀

         상사신뢰                                                     참여행동

                                  조직몰입                             양심행동

          조직신뢰                                                    이타행동

Ⅲ. 연구조사 설계

1. 자료수집 및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의 1차자료 수집을 한 설문지 조사8)는 ‘하나의 역지방자치단체’9)

를 직  방문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은 해당 지자체 소속공무원 체를 모집단으

로 삼은 후 이를 다시 조직부서별로 나 어 무작 로 추출하 다. 이른바 할당

을 고려한 무작  표본추출방식을 사용10)하 다고 할 수 있다. 설문지는 모두 

8) 본 설문지의 배포에 앞서 해당 지자체 직자 30여명을 상으로 e-메일로 비테스트

(pilot test)를 실시해  사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설문항목 문장의 단어나 어귀를 다

소 수정하 다. 

9) 본 연구자와 지방자치단체 계자는 설문에 응답해 주는 조건으로 자치단체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와 같이 표기하 음을 밝  둔다. 하나의 역지방자치

단체를 분석 상으로 삼은 것은 본 연구자와 해당 지자체와의 계로 보아 타 지자체

에 비해 설문조사 시 충실한 답변이 가능한 데다 회수율이 제고될 수 있어 본 연구의 

진행에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단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 상 지

자체가 지자체의 표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10) 일럿 테스트 후 사례조직의 고 계자를 방문해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무
작  추출’을 해 실･ 국을 기 으로, 가능하면 직 별로 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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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부가 배포되었고 576부가 회수되어 96%의 회수율을 보 다. 이  본 연구

의 목 에 부합되지 않다고 해석되거나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등을 제외하고 

모두 547부를 최종 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지 조사기간은 

2007년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보

면 학력별 분포의 경우 졸이 76%로 가장 높았고 학원졸이 14%, 고졸이 9%
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40 가 42%로 가장 많았고, 50  36%, 30  19% 
순이었고 직 별로는 4 이 4%, 5  21%, 6  31%, 7  35%, 8  6%로 각각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0%, 여성이 18%무응답 2%로 나타났으며, 재직년

수의 경우 15년이상 20면 미만의 경우가 26%로 가장 많았고 25년이상 30년미

만이 22%, 10년이상 15년미만 17%, 20년이상 25년미만이 15%, 30년이상 11%, 
5년이상 10년미만 5%, 1년이상 5년미만 2%로 각각 집계돼 15년이상 재직근무

자가 응답자의 70%이상을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도구11)

1) 조직신뢰

본 연구에서는 조직신뢰를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하여 가지는 정 인 믿

음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조직신뢰의 구성개념에 한 측

정변수는 Cook & Wall(1980)이 개발한 설문문항과, Robinson(1996), Daley & 
Vasu(1998), Tellefsen & Thomas(2005)등이 개발 혹은 사용한 문항을 참조해 수

정한 후 8개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표 1> 참조

2) 상사신뢰

본 연구의 경우 상사신뢰를 ‘조직구성원이 함께 일하는 직속상사에 해 그

의 능력과 정직성, 진실성, 온정과 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정도’로 정의하기

설문지를 배포하 다. 해당 지차체의 본청기  2006년말 재 1~9  기  일반직 공

무원수(모집단)는 1032명이었다. 본 연구의 경우 수정  연구모형의 측정변수는 모두 

34개여서 표본 크기는 340이면 족하나 다수의 무응답 혹은 부실응답 존재를 가정하

고 모집단의 실제값에 표본 측정값이 보다 근 할 수 있도록 표본의 크기를 600으로 

크게 하 다. 구체 으로 총 설문지 600부는 다음과 같이 배포되었다. 기획 리실 

130, 문화체육정책실 60, 도시마 본부 30, 사회복지국 50, 경제산업국 70, 자치행정

국 80, 환경녹지국 70, 도시교통국 60, 건설국 50매 등이다. 이 같은 표본크기 배정은 

실국별로 정원과 직 을 고려하여 60% 할당비율로 이루어졌다.

11)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성개념의 측정변수들은 국내연구자들이 공공행정부문을 분석

상으로 하여 논의를 개할 때 상 으로 많이 용한 검증된 척도를 활용하 고, 
이 같은 척도들은 본 연구자가 기존의 연구자가 참조한 외국의  등을 확인하는 

차를 거쳐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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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상사신뢰에 한 측정변수는 Cook & Wall(1980), Podsakoff et al.(1990), 
Butler(1991), Lewicki & Bunker(1996)이 개발한 설문문항과 Nyman & Marlowe 
(1997), Chiu & Chen(2005) 등이 사용한 설문항목 등을 참조해 7개문항으로 구

성하 으며 척도는 리커트 7 척도 다. <표 1> 참조

3) 조직몰입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들이 자신과 조직을 일체화 하며, 조직

문제에 극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조직몰입 구성개

념변수에 한 측정을 해 Mowday et al.(1979), Cook & Wall(1980), Mowday, 
Porter & Steers(1982), Smith, Organ & Near(1983), Meyer & Allen(1984), Allen & 
Meyer(1990), Meyer, Allen, & Smith(1993). Chen et al.(2002), Somech & Bogler( 
2002), Avolio et al.(2004) 등이 개발 혹은 사용한 것을 참조･수정해 6개 항목을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표 1> 참조

4) OCB

본 연구에서는 OCB의 구성개념을 조직의 공식  보상체계에 의해 직  혹

은 명시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조직구성원들의 자발  행동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OCB를 3가지 하 변수로 나 어 참여행동(civic virtue), 양심행동(conscientiousness), 
이타행동 (altruism) 등으로 측정하 다. 이를 해 Smith et al.(1983) 과 Organ & 
Konovsky(1989), Podsakoff & MacKenzie(1989), Williams & Anderson(1991), Van 
Dyne, Graham, & Dienesch(1994), Coyle-Shapiro(2002), Gautam et al.(2005), Finkelstein( 
2006), Todd & Kent(2006) 등이 개발 혹은 사용한 측정항목 등을 수정 원용하

다. 구성개념의 하 변수인 참여행동, 양심행동, 이타행동 등은 각각 리커트 7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했으며(1:  동의하지 않음, 7: 으로 동의함) 측정

문항은 각각 4문항, 4문항, 5문항 등으로 설정했다.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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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변수의 요약 및 자료원

개념 측정변수 주요출처 

조

직

신

뢰

･우리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충족시키려고 성실히 
노력함; 우리조직은 항상 나를 공정하게 우하려고 
함;･ 우리조직은 조직의 장래를 해 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나는 믿음; 우리조직의 인사, 조직, 재무 리는 
능률 으로 이 지는 편임; 우리조직은 조직구성원에 

해 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 우리조직은 부서간의 
력을 진하려고 애 ; 우리조직이 하는 일을 나는 

믿고 의지할 수 있음; 우리조직의 리지침에 나는 
찬성함(설문항목: 79~86)

- Cook & Wall(1980), 
Robinson(1996), Daley & 
Vasu(1998),  Tellefsen & 
Thomas(2005) 등이 개발 혹은 
사용한 설문문항

상

사

신

뢰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상사는 큰 힘이 됨; 반 으로 
나는 상사를 믿고 따름; 나는 직장에서 상사와 많은 

화를 나눔; 나는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사에게 
의존함; 가능한 한 상사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 
상사는 항시 나를 공정히 하려한다고 나는 확신함; 
상사는 부하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음(설문항목: 72~78)

- Cook & Wall(1980), Podsakoff 
et al.(1990), Lewicki & 
Bunker(1996)이 개발한 설문문항과 
Nyman & Marlowe(1997), Chiu 
& Chen(2005) 등이 개발 혹은 
사용한 설문문항

조

직

몰

입

･나는 재의 직장을 선택한 것에 해 매우 잘한 일이며 
기쁘게 생각함;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재의 직장에 

해 호의 으로 표 함; 재의 직장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 나는 재의 직장이 보다 발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는 편임; 나는 조직을 해 어떠한 
직무라도 맡을 용의가 있음; 나는 조직의 장래에 해 
진심으로 심이 있음(설문항목: 23~28)

-  Buchanan(1974), Mowday et 
al.(1979), Cook & Wall(1980), 
Mowday, Porter & 
Steers(1982), Meyer & 
Allen(1984), Allen & 
Meyer(1990), Meyer, Allen, & 
Smith(1993), Chen et al.(2002) 
Somech & Bogler( 2002), 
Avolio et al.(2004) 등이 개발 
혹은 사용한 설문문항

O

C

B

참여

･나는 조직의 발 을 해 신 인 제안을 함; 나는 
조직에서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함 ;나는 
조직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모임에는 기꺼이 
참석함; 나는 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직의 모임에는 
자발 으로 참석함(설문항목: 34~37)

- Smith et al.(1983), Organ & 
Konovsky(1989), Podsakoff & 
MacKenzie(1989), Williams & 
Anderson(1991), Van Dyne, 
Graham, & Dienesch(1994),  
Podsakoff, MacKenzie, Paine, 
& Bachrach(2000), 
Coyle-Shapiro(2002), Gautam 
et al.(2005), Finkelstein 
(2006), Todd & Kent(2006)등이 
개발 혹은 사용한 측정항목

양심

･나는 조직내에서 사 인 화 등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음; 나는 조직내에서 불필요한 휴식을 취하지 않음; 
나는 내가 하도록 요구되는 조직의 규정이나 규칙, 

차를 잘 지킴; 나는 조직생활과 련하여 시간을 
엄격히 수함(설문항목: 38~41)

이타

･나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신입공무원이 업무에 
응하도록 도와 ; 나는 과다한 업무를 맡은 동료를 

기꺼이 도와 ; 나에게 요구되지 않은 일에 해서도 
자발 으로 맡아서 처리함; 나는 결근한 동료의 일을 

신할 비가 되어 있음; 나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기꺼이 도와  (설문항목: 29~33)

주: 리커트 7 척도(1:  동의하지 않음, 7: 으로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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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및 결과의 해석 

이하에서는 구성개념간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토하고 분석모형에

서 설정한 인과 계가설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심으로 검증하기로 한다.12) 

1. 타당성13)과 신뢰도 검토

조직신뢰, 상사신뢰, 조직몰입, OCB 등 4개의 구성개념에 해 측정변수를 

심으로 단일차원성을 검토하 다. 이를 해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방법

을, 요인회 방법은 직각회 방식  베리맥스(verimax rotation)방식을 활용하

다. 이 과정에서 공통성(communality)이 0.5보다 작은 측정변수와 탐색  요인분

석결과 공통요인으로 묶여지지 않은 측정변수들은 본 연구의 분석 상에서 제

외되었다.14) 이런 과정을 거쳐 도출된 측정변수를 심으로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토한 결과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고유치(eigen value)가 1보다 크고, 크론바

하 알 값도 모두 0.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집 타당성과 신뢰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2>를 보면 분산비율이 75.991%로 나

타나 조직신뢰, 상사신뢰, 조직몰입, OCB 등 4개의 구성개념(요인)들이 측정변

수 체분산의 약 76%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12) 본 연구의 실증 인 분석을 해 SPSS(12.0 버 ) 통계 로그램과 구조방정식모형 

로그램(AMOS 7.0)을 활용하 다. 

13) 측정변수의 경우 검증된 척도의 사용으로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

다 정 한 가설검증작업을 해 본 연구는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을 별도로 검토

하 다. 

14) 탐색  요인분석과정에서 본 연구의 경우 요인 재치(factor loading)를 0.5이상으로 유

지하 다. 그 결과 조직신뢰는 원래 8개 문항이 6개 문항(81, 82, 83, 84, 85, 86)으로, 
상사신뢰는 7개 문항이 6개 문항(72, 73, 74, 75, 76, 77)으로, 조직몰입은 6개 문항이 

3개 문항(23, 24, 25)으로, 각각 수정되었다. OCB의 경우 원래 하 구성개념을 3가지

로 나 어 연구설계를 하 으나 탐색  요인분석결과 양심행동 4개 문항(38, 39, 40, 
41), 이타행동 5개 문항(29, 30, 31, 32, 33), 참여행동 4개 문항(34, 35, 36, 37)은 하나

의 공통요인으로 묶여져 결국 7개 측정변수(29, 30, 31, 32, 33, 34, 35)로 귀착되었다. 
이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OCB의 구성개념에 한 측정변수들이 두 가지 차원

인 이타행동(altruism, OCBI)과 참여행동(civic virtue, OCBO)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는 

최근의 다수설과 일치한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각주 6~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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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도

구성개념(요인) 크론바하 알 factor loading(설문항목) 분산비율 eigen value

조직신뢰 0.926

0.620(81)

6.886% 1.515

0.811(82)

0.801(83)

0.778(84)

0.653(85)

0.723(86)

상사신뢰 0.942

0.790(72)

15.209% 3.346

0.812(73)

0.756(74)

0.826(75)

0.777(76)

0.784(77)

OCB 0.932

0.798(29)

49.032% 10.787

0.863(30)

0.822(31)

0.788(32)

0.870(33)

0.717(34)

0.743(35)

조직몰입 0.882

0.847(23)

4.863% 1.0700.834(24)

0.776(25)

한 표본의 체변수에 한 합도(요인분석의 합도)를 단하기 해 

KMO를 측정하니 0.917로 기 치(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표본의 합성(요
인분석의 합성)이 충족되었고 Bartlett 검정결과 유의확률 p값이 0.000으로 유

의수 (0.05)보다 낮아 구성개념변수(요인)간 련이 없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합척도(summated scale)를 기 으로 구성개념간 

상 행렬을 도출한 결과 <표 3>과 <표 4>에서 분산추출정도(AVE)가 ‘구성개념

간 상 계수의 제곱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성도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5). 
한편, 총합척도로 도출한 각 구성개념의 평균값을 보면 조직신뢰가 4.74, 상

15) 보통 구성개념의 분산추출정도(AVE)＞ ‘구성개념간 상 계수의 자승치’인 경우 구성

개념간 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해석한다(김계수, 2007; 이학식･임지훈, 2007). 한편 

<표 3>에서 총화척도(summated scale)를 토 로 조직신뢰와 상사신뢰의 0차 상 계수

(zero-order correlation)가 0.704로 나타나 구성개념간 상 계가 강한 편이다. 이에 따

라 다 공선성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차한도(1-R²)=tolerance 가 1.0>0.1, 분산팽창계수

(VIF)가 1.0<10으로 나타나 두 구성개념변수간에는 다 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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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뢰가 4.83, 조직몰입이 4.95, OCB가 5.23으로 각각 분석되어 조직구성원들

의 각 구성개념에 한 인식도가 ‘약간 정도의 정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1:  동의하지 않음, 4: 동의도 비동의도 아님, 5: 약간 동의

함, 6: 동의함, 7: 으로 동의함) 

<표 3> 구성개념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행렬

구성개념(요인) 평균 표 편차 조직신뢰 상사신뢰 조직몰입 OCB

조직신뢰 4.748 1.063 1

상사신뢰 4.833 1.091 0.704** 1

조직몰입 4.956 1.151 0.532** 0.447** 1

OCB 5.237 0.872 0.436** 0.465** 0.518** 1

** p<0.01(양측검정 기 )

2. 측정방정식모형의 적합도 검토

한편, 공분산 구조방정식 측정모형의 합도를 단하기 해 각 구성개념별 

분산추출과 신뢰도16)를 도출한 결과 모두 기 치(분산추출(AVE)>0.5, 신뢰

도>0.7)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표 4> 분산추출(AVE)과 개념신뢰도 

구성개념(요인) 분산추출(AVE) 신뢰도

조직신뢰 0.765 0.893

상사신뢰 0.649 0.917

조직몰입 0.653 0.849

OCB 0.590 0.907

 측정모형의 요인 재치가 유의미한 지를 알아보기 해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p값이 모두 유의수 (0.05)보다 낮고 표 요인 재치가 0.5이상으로 

나타나 구성개념변수의 요인 재치가 유의미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표 5> 
참조.

16) 구조방정식모형(SEM)에서 확인  요인분석(CFA) 후 집 타당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AVE, 개념신뢰도, 표 요인 재값(<표 4>, <표 5> 참조)을 사용한다(이학식･임지훈, 
2007: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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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측정모형에서의 요인적재값

구성개념(요인) 측정변수(V) 요인 재값 표 요인 재값 t p

조직신뢰

81 0.821 0.771 22.623 0.000

82 1.027 0.782 23.147 0.000

83 1.029 0.831 25.785 0.000

84 0.999 0.822 25.248 0.000

85 0.975 0.876 24.498 0.000

86 1.000 0.875 - -

상사신뢰

72 1.000 0.850 - -

73 0.893 0.841 25.293 0.000

74 0.908 0.810 23.746 0.000

75 0.857 0.773 22.049 0.000

76 0.990 0.901 28.642 0.000

77 1.024 0.895 28.288 0.000

조직몰입

23 1.000 0.858 - -

24 0.936 0.865 25.227 0.000

25 0.956 0.875 25.597 0.000

OCB

29 1.000 0.783 - -

30 1.025 0.828 21.384 0.000

31 1.053 0.773 19.604 0.000

32 1.060 0.806 20.675 0.000

33 1.084 0.875 22.976 0.000

34 0.887 0.674 16.577 0.000

35 0.939 0.767 19.426 0.000

 

이와 함께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도를 측정한 결과 카이자승값은 1029.172, 
자유도는 203, 카이자승값/자유도는 5.070으로 나타났고, 합도 지수는 각각 

NFI Delta 1= 0.901, IFI Delta2= 0.919, TLI roh2= 0.898, CFI: 0.918, PNFI: 0.723, 
RMSEA: 0.085로 나타났다. 체로 모형의 합도지수17)들이 권장기 치에 근

하는 것으로 단돼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17) 합도 지수의 정성 정은 특정지수에 의해 단하기보다 합지수, 증분 합

지수, 간명 합지수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는 것이 권고되며, 합지수의 지표 

 1980년에 개발된 RMSEA의 경우 우수한 합도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 최

근이며, 0.08이하가 권장되나 보수 으로는 0.1보다 작은 경우에도 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 Steiger & Lind, 1980; 이학식･임지훈, 200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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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가설검증

이에 따라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해 술한 ‘Ⅱ’장에서 설정한 가설 H1, H2, 
H3을 각각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6> 구성개념간 인과관계 검증결과

가설 경로 방향 직 간 총효과 CR(t) p 비고

H1
조직신뢰→조직몰입 + 0.490 - 0.490 7.407 0.000*** 지지

상사신뢰→조직몰입 + 0.123 - 0.123 1.917 0.055 기각

H2 조직몰입→OCB + 0.431 - 0.431 8.262 0.000*** 지지

H3
상사신뢰→OCB + 0.273 0.053 0.326 4.374 0.000*** 지지

조직신뢰→OCB + 0.004 0.211 0.215 0.054 0.957 기각

*** p<0.001, 주: 경로계수는 모두 표 화계수임

<표 6>에 의하면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신뢰(조직신뢰, 상사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는 가설 H1은 부분 으로 지지되고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정도가 높을수록 OCB의 유발 정도는 높을 것이

다’는 가설 H2는 지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구성원의 지

각하는 신뢰(조직신뢰, 상사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OCB의 유발정도는 높을 

것이다’는 가설 H3는 부분 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에 의해 구성개념간 개념틀인 <그림 1>은 <그림 2>와 같이 수정되어 용되어

야 할 것이다. 여기서 오차항은 e, 상사신뢰는 supervise, 조직신뢰는 orgatru, 조

직몰입은 comm, 조직시민행동은 ocb, 설문항목 혹은 측정변수는 V로 각각 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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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성개념간 개념틀(수정)

  

<표 6>에 의하면 신뢰  조직신뢰만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총효과 0.490) 한 조직몰입은 OCB에 유의미한 정(+)의 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신뢰  조직신뢰가 조직몰입변수를 매개

(부분)로 하여 OCB에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사신뢰만이 OCB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단되었다.18) 이에 한 논거를 아래

18) 본 연구에서는 신뢰와 OCB와의 계에 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역할을 분석하기 

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기법도 활용하 다. 이 분석기법에 

의하면 제1단계의 경우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 유의미한 계가 있어야 하며, 2단계

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유의미한 계가 있어야 한다.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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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본 사례의 조직문화에 한 구성원들의 인식정도를 보면 

Quinn et al(1984)이 제시한 4개의 문화유형이 시장(market)문화(5.16)> 계(hierarchy)
문화(5.05)>애드 호크러시(ad hoc)문화(4.87)>집단(group)문화(4.31) 순으로 분석되

었다.19) 사례조직은 시장문화와 계문화는 상 으로 강하나 집단문화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문화의 특징은 목표달성이나 과업성취를 공식 이고 

구조화된 과정이나 차를 통해 강조하고 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인간 인 측면

에 한 배려는 약해 구성원들의 사기는 하되고 조직에 한 헌신의 정도는 

낮을 것이라는 함의를 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축약하면 노동강도는 높고 조직

내에서의 삶의 질(quality of work)은 상되는 특성을 지니는 조직문화라고 볼 

수 있겠다. 이 같은 조직문화에서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부속품이나 톱니(a cog)
로 여겨져 노동의 소외 혹은 인간소외 상이 발생되며 조직의 주체  요소로 

간주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사와 부하와의 직 인 면 계가 

구조 으로 도구성(instrumentality)을 띠게 되어 조직에 한 호의  태도나 조직

과 구성원간의 일체의식을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단된다. 요컨  사례조직의 

경우 구성원들이 설사 상사의 정직성이나 성실성에 해 믿음의 정도가 크다 

해도 과업 심 - 계  권 (hierarchial authority)가 강한 조직문화나 조직구조

 속성의 향으로 구성원들의 조직에 한 충성도나 헌신의 정도에는 별다른 

향을 못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사에 한 믿음

의 정도가 높은 경우, 구성원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신의 동료를 도와주고, 
열악한 상황에 처한 조직의 발 을 해 생산 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조직은 보여주고 있다고 단된다. 그것은 집단문화에 한 실인

식의 정도가 낮아 역설 으로 사례조직의 구성원들은 인간 이고 정서 인 공

동체  분 기 조성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려는 측면을 강하게 갈구하고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례조직의 경우 구성원들이 조직에 해 가

지는 정 인 믿음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고 이는 구성원들

의 역할외 인 행동(extra-role)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것은 조직과 

구성원이 도구  계, 수단  계가 아닌 상호 공생의 계(win-win)가 형성될 

경우 구성원들은 조직생활을 통해 구성원들이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으며, 
조직생활이 보람찰수록 동료에 한 이해의 정도는 높고, 조직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발 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를 동시에 종속변수에 회귀시킬 때 독립변수의 Β(베타)값이 유의미 하지 않거나 

혹은 2단계 회귀식의 Β(베타)값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  유의성은 매

개변수의 역할을 검증하기 한 필요조건은 되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Baron & Kenny, 1986).

19)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했으며 동의하지 않음: 1, 으로 동의함: 7로, 수치가 

클수록 문화유형에 한 인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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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와 술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비교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신뢰(조직신뢰, 상사신뢰)는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본 연

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연구(DeCotiis & Summers, 1987; Podsakoff, MacKenzie, & 
Bommer, 1996; Tellefsen & Thomas, 2005; 김호정, 1999; 박철민･김 원, 2003; 이

인석･ 무경, 2005)결과와 부분 으로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본 

연구의 경우 조직몰입과의 계에 있어서 상사신뢰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회사원을 분석 상으

로 ‘조직신뢰는 조직몰입에 강한 정(+)의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Tan & Tan(2000), 비즈니즈분야의 시장연구 매니 를 분석 상으로 삼아 ‘조직

신뢰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Tellefsen & 
Thomas(2005), 그리고 공무원과 회사원을 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조직신뢰, 
상 신뢰, 동료신뢰  조직신뢰가 조직몰입에 상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친다는 김호정(1999)의 연구결과를 확인해주고 있다. 둘째, 조직몰입과 

OCB와의 계를 보면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조직몰입은 OCB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총효과 0.431), 이 같은 분석결과는 술한 선

행연구의 결과(Podsakoff et al., 2000; Bateman & Organ, 1983; Organ & Ryan, 
1995; Smith et al., 1983; Scholl, 1981; Williams & Anderson, 1991; MacKenzie et 
al., 1998; Schappe, 1998)와 일치한다고 단된다. 셋째, 조직신뢰, 상사신뢰와 

OCB와의 계에서를 보면, 상사신뢰는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조직신뢰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 군  종사원 가운데 비 투원을 상으로 ‘상
사신뢰와 OCB와의 계’에 한 연구에서 상사신뢰는 OCB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친다는 Deluga(1995)의 분석결과를 확인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을 상으로 신뢰와 OCB와의 인과 계를 

조직몰입을 매개변수로 하여 고찰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

약･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신뢰(조직신뢰, 상사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

직몰입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는 가설 H1은 부분 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단

되었다. 즉 신뢰  조직신뢰만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조직몰입은 OCB에 유의미한 정(+)의 향력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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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직신뢰, 상사신뢰와 OCB와의 인과 계에서는 상사

신뢰만이 OCB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조직신뢰만이 조직몰입을 부분매개로 하여 OCB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정책 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띠고 있다고 생각된

다.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OCB의 유발 정도를 높이기 해 조직구성

원들이 조직과 정서 으로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즉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몰입

정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세련된 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이다. 
술한 바 로 사례조직의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정도의 평균값은 4.95 

(7 기 )로 높은 수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

내부의 상황을 감안하는 경우,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나 가치에 해 강렬

한 동일의식(identification)이나 애착심을 가지도록 하며, 이들을 조직의 주요의사

결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involvement)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

이다. 이와 함께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한 강한 충성심과 애정(loyalty)을 품

을 수 있도록 조직의 최고 리자는 인사정책과 조직 리 정책을 략  차원에

서 치 하게 설계해 이를 지속 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사신

뢰에 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정도는 평균 4.83정도로 분석되어 그다지 높은 

수 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조직구성원과 상사와의 계를 보다 원만

하고 성숙된 차원으로 승화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읽 지는 목이라

고 단된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 화라는 신자유주의사조

가 크게 강조되면서 상사와 부하간의 계가 성과나 목표달성을 지나치게 시

하는 ‘도구 , 수직 , 권 주의  인간 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증하는 환경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조직내에서의 개인의 성장 발 과 조직의 목표달

성이라는 두 개의 축이 융화를 이루도록 상사는 공정한 업무처리  멘토

(mento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을 분석 상으로 독립변수인 신뢰변수와 OCB와의 인과

계를 조직몰입을 매개변수로 하여 실증 인 방식으로 근하고 있다는 에

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띠고 있다고 단된다. 신뢰와 OCB와의 인과 계를 

직무태도 변수인 조직몰입변수를 매개로, 공공조직(지방자치단체)을 분석 상으

로 삼아 학술 으로 논의한 연구사례는 극히 었던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부문의 계  권 (hierarchial authority)의 상을 반 하여 

신뢰를 수직  신뢰의 시각에서 상사신뢰와 조직신뢰로 구분하여 OCB와의 인

과 계를 논의한 것도 조그마한 이론  기여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정한 한계 도 지니고 있다고 해석된다. 우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

원을 상으로 특정 시 에서 자기보고(self-reports)방식으로 사례연구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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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사회 으로 바람직한 방향(socially desirable response)
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통방법분산(common method 
variance)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Chen et al., 2002; Somech & Bogler, 2002). 
더불어 본 연구는 횡단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에 을 두고 논의를 

개하고 있어 신뢰변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개변수인 조직몰입을 통해 

OCB변수에 어떠한 향이나 변화를  수 있을 것인지에 해서는 충분한 해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추후 동일 사례조직에 한 종단연구

를 통해 신뢰가 OCB에 미치는 장기 인 향 계를 분석하는 것은 해당조직의 

조직 리정책 변화에 지 않은 시사 을  것으로 단된다. 한 사례연구의 

특성상 외  타당성에 한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가 다른 공공부

문조직의 사례연구에 용되는 경우 결과의 해석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

근 들어 사회  자본(social capital)에 한 심이 늘면서 신뢰를 사회  자본

(social capital)으로 악하는 연구경향도 증하고 있어 사회  자본과 OCB 등 

조직효과성변수와의 연계성에 한 후속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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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Supervisor Trust, 

Organizational Trus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Mediational Rol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ou Gyun Kim 

This research examines the nature of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rust 
(organizational trust, supervisor trust) and the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Using a sample of 547 local 
government employees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three alternative 
hypotheses centered around trus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results show that organizational trust has a strong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positiv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rd, supervisor trust is positiv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inally, organizational trust is 
positively related to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s study recommends supervisor trust, organizational trus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e valued in order to increase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vital fo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r productivity.

【Key words: trust,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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