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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조직내부와 조직외부를 향한 조직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구성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

는지 보고자 하였다. 연구1에서는 국내기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미덕적 행위에 대해서 파악하

였으며 이러한 미덕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조직 구성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인터뷰를 통한 질

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1의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2에서는 국내 기업 253명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

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1의 결과, 국내 직장인들은 조직미덕을 조직내부(조직 구성원)를 위한 미덕행위

와 조직외부(사회)를 위한 미덕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는 정서적 몰입을 불러

일으켰으며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는 집단적 자긍심을 발생시켰다. 연구2의 결과,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

는 정서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

는 정서적 몰입을 매개로 조직시민행동과 조직 충성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감정적 소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밝혀냈다. 한편,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 역시 집단적 자긍심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는 집단적 자긍심을 매개로 조직시민행

동과 조직 충성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감정적 소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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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긍정적 측면을

간과한 채 인간의 역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해왔

다. 1998년 Martin Seligman에 의해 창시 된 긍

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을 과

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향

하는 학문이다(권석만, 2010).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신장애, 심리적 결함, 부적응 행동, 이상

심리 등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치료에 집중했던 기존 심리학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는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

정적 측면의 이해와 제거를 중시하는 질병모델

로부터, 긍정적 변화와 향상에 관심을 두고 행복

과 성장을 지향하는 예방ž성장모델로의 발상의

전환이었다. 최근 긍정 심리학이 주목받기 시작

하면서 조직 행동 연구에서도 인간의 긍정적 측

면을 강조하는 조직 미덕(organizational virtue),

컴페션(compassion)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Dutton et al., 2002; Cameron, Dutton, &

Quinn, 2003; Cameron & Caza, 2004; Frost,

2003; Kahn,1993).

Cameron(2003)은 조직 미덕을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일탈(positive deviance) 표출을 촉진하는

조직의 능력과 자질 및 내재하는 속성이라고 정

의하였다. Cameron(2003)의 연구에서 미덕이란

개인이 되고자 열망하는 가장 최선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용서, 낙관주의, 동정, 진실성, 감사, 사

랑, 겸손 등 여섯 가지로 미덕을 구분했다.

Peterson & Seligman(2004)는 미덕은 도덕적 선

함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단지 자기중심

적 이익을 뛰어넘어 사회적 향상으로 확장되는

초월론적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그동안 미덕은

사회적 보수주의, 종교학, 도덕적 독단주의 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왔기 때문에 과학적

조직관리 및 조직행동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졌다

(Chapman & Galston, 1992; Schimmel, 1997).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 희망, 고마움, 용서, 컴

페션 등 미덕과 유사한 개념이 조직과 조직구성

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면

서 조직미덕이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Snyder, 1994; Sternberg, 1998; Peterson &

Seligman, 2002; Peterson & Bossio, 1991;

Harker & Keltner, 2001; Emmons, 1999).

Peterson & Seligman(2004)은 조직 미덕의 실

증적인 검증을 위해 미덕 측정 척도(values in

action: VIA)를 개발하였다. 미덕의 하위 요소

중 희망(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성취하기 위해 노

력하기), 고마움(일어난 일을 깨닫고 감사하기),

용서(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단점을 수

용하기), 이들은 조직과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

감정과 집단적 자긍심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졌다(Peterson & Seligman, 2004). 또한 미

덕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컴페션을 조직 내 구성

원들이 경험하게 될 때 긍정적 감정이 발생하게

되어(Lilius et al.,2008) 개인의 긍정적 정체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조직에 대한 몰

입은 더욱 커지게 된다(Lilius et al.,2008;

Dutton, Roberts., & Bednad, 2010).

특히 Cameron (2003)은 조직레벨에서 조직 미

덕이 조직의 업무성과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보

여 주었다. 하지만 개인레벨에서 조직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구성원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 또 이를 통해서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

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하다. 더욱이 지금까지 조직미덕에 관련

된 연구들은 주로 국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직장인들이 조직미덕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Peterson & Seligman

(2004)의 미덕에 관한 연구와 Cameron(2003)의

선행 연구 역시 개인차원에서 국내기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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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연구가 아닌 만큼 본 연구는 이들의 연

구와는 다르게 개인차원에서 미덕적 행위를 분

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조직

미덕에 대한 질적, 양적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기

업 직장인이 조직 미덕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

하고 있는지, 조직미덕이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연구1

에서는 국내 기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

터뷰를 통해 조직의 미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조직미덕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서의 조직미덕의 행

위가 국내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조직미덕이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방, 축, 선택코딩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조직미덕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는 국내기업 직장인들이 조직미덕을 조직이

조직내부를 위한 미덕 행위뿐만 아니라 외부(사

회)를 향한 미덕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밝

혔다. 연구2는 연구1 결과를 통해 산출된 이론적

모델, 즉 조직내부를 향한 미덕과 조직외부를 향

한 미덕이 조직구성원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

치는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조직의 내부 및 외부를 향한 미덕적

행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각각 정서적

몰입과 집단적 자긍심을 매개로하여, 조직구성원

의 감정적 소진과 충성도 그리고 조직시민행동

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미덕

긍정심리학은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철학적 주

장, 즉 행복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

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라는 쾌락주의적

입장과 성격적 강점과 덕목을 충분히 계발하고

발휘함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의미 있

는 삶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자아 실현적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권석만, 2010).

긍정심리학의 주요 연구 주제는 긍정상태

(positive states), 긍정특질(positive traits), 긍정

기관(positive institutions)인데, 이 중에서 긍정

특질에 관한 연구는 개인이 지니는 긍정적 특질,

즉 개인의 긍정적인 성격특성과 강점을 밝히고

계발하는 것이다. 인간의 긍정적 특질을 밝히는

일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기도 하다. 긍정적

특질에 관한 관심은 자기실현적 행복관 즉, 개인

이 지닌 재능과 강점을 충분히 발현함으로써 행

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관점과 연관되어 있

다(권석만, 2010).

무엇보다 최근에 긍정심리학의 기초를 놓은

미국의 Peterson & Seligman(2004)는 여러 긍정

심리학자들과 함께 인간의 긍정적 특질, 다시 말

해 미덕과 성격강점의 분류체계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6개의 미덕과 24

개의 성격강점으로 대표되는 VIA(Values In

Action) 강점척도를 개발하였다. 미덕(virtues)은

도덕 철학자들과 종교사상가들이 가치 있게 여

긴 핵심적인 특성으로 지혜(wisdom), 용기

(courage), 인간애(humanity), 정의감(justice), 절

제(temperance), 초월성(transcendence)을 의미한

다(문용린 외, 2008).

지혜는 지식의 획득과 사용을 포함하는 인지

적 강점이고, 용기는 내적ž외적 반대에 직면하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지의 사용을 포함하는

정서적 강점이다. 인간애는 타인을 돌보고 친구

가 되어주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다움의 강점이

다. 절제는 무절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면서 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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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막는 강점이고, 초월성은 보다 큰 우주와

점진적으로 연결되어 의미를 제공하는 강점이다

(Peterson & Seligman, 2004).

미덕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은 덕목을 정의하는

심리학적 구성요소로서 미덕이 형성 되는 과정

과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성격강점

은 미덕의 다른 하위 요소들을 설명해주는 매커

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혜의 덕목

은 창의성, 호기심, 학구열, 개방성 같은 것을 의

미하고, 연구자들이 통찰이라고 명명하는 삶에

대한‘큰 그림’을 갖는 것을 통해 성취될 수가 있

다. 이러한 강점들은 그것이 모두 지식의 획득과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도 하면

서 또한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이다(Peterson

& Seligman, 2004).

미덕은 개인과 조직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열망하는 것과 연관 된다. 미덕의 상태는

독특하게 인간에게 속해 있으며, 미덕들은 번영,

고상함, 그리고 활력을 나타낸다. 총체적 수준에

서 미덕은 조직, 공동체, 그리고 문화와 관련을

맺어왔고, 미덕의 개념은 최근까지 과학적 공동

체 내에서 호의를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Cameron & Caza, 2004; Cameron & Lavine,

2006).

Cameron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3가지 주

요한 속성으로 조직 연구에서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미덕과 관련 된 도덕적 선함, 인간적인

영향, 사회적 향상을 다루고 있다. 첫째, 미덕은

도덕적 선함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이 선

하고, 옮고, 가치 있는지를 나타내어 준다

(Peterson,2003; Weiner,1993). 여기서 미덕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랑, 지혜, 충만 같은

‘첫 번째 의도의 선함’ 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

거나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이라고 이름 붙인 것

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둘째, 미덕은 의미

있는 목적과 초월적 원칙을 갖고 인간 존재의

개인적인 번영과 도덕적 특성, 인간의 강인함,

자기 통제, 탄력성과 연관되어 있다(Dent, 1984;

Emmons, 1999; Roberts, 1988). 셋째, 미덕은 단

지 자기중심적 이익을 뛰어넘어 사회적 향상으

로 확장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덕은 행위자

의 도구적 바램을 초월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조

해 낸다. 또한 보상과는 관계없이 타인에 대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미덕이다(Aristotle,

1995).

2. 미덕과 조직 구성원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의

하면 한 조직에 동일시하고, 조직 충성도가 높은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조직 가치에 내재화되어

조직을 대신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그 조

직의 멤버십을 유지하려고 한다(Ashforth &

Mael, 1989). 즉, 조직 내 에서 조직구성원들이

미덕적 행위를 받게 되면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

키게 되고, 조직 동일시나 조직 충성도가 증가하

게 된다(Adams, 1965).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개

인적이고 개별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과정이므로

조직 충성도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Dutton, Dukerich, & Harquail, 1994;

Turner,1982).

Dutton & Heaphy(2003)은 조직구성원들 간에

생기를 생성하는 '높은 질적 연대감(high-quality

connection)' 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들이 미덕적 행위들을 받게 되면, 서

로간의 '높은 질적 연대감(HQC)'이 형성이 되고,

더욱 조직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고 언급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보제공자들이 인터뷰에

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도 조직 내에서 '동기모임

' 같은 미덕적 행위를 받았을 경우 조직 구성원

들은 더욱 조직에 대해 애착을 느끼면서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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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하거나 조직 충성도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

하고 있다.

Cameron(2003)은 조직의 긍정적 특성을 조직

의 미덕(virtuousness)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

서 미덕적 행위를 통해 조직이 더욱 긍정적 성

격을 띤다고 주장한다. 미덕을 갖춘 조직이란 인

간적 성숙, 도덕적 선, 사회발전에의 기여 등의 3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Cameron,

2003). 다시 말해, 인간을 성숙하게 하고, 가치롭

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익이나 명성, 권력 등

을 얻기 위한 선행이 아닌 사랑, 지혜 등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최고

의 선을 추구하여야 하며, 상호 호혜성에 관계없

이 조직 내 구성원들을 포함한 사회의 다른 타

인에게까지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진정한 미덕을

갖춘 조직이라고 Cameron(2003)은 주장하고 있

다.

그러므로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받게

되는 미덕적 행위는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행하

는 사랑의 표현이며, 이러한 미덕적 행위들을 통

해 긍정적 정서를 유발한 조직은 미덕을 갖춘

조직으로서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높은 질적

연대감'(HQC)을 형성시키고, 결국 정서적 몰입

이나 집단적 자긍심, 또는 조직충성도를 강화시

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임창희ㆍ홍용기, 2012).

Ⅲ. 연구1

1. 표본 설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직장인들을 대상

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기업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조직의 내부 및 외부를 위한 미덕행위

에 대해 알아보고 그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인터뷰 실시 전에 조직미덕

의 정의와 기존연구의 조직미덕의 예를 먼저 설

명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인터뷰에서는

직장생활 중 자신이 직접 경험한 조직미덕을 구

체적으로 말하도록 요청하였다. 인터뷰 대상의

근무기간은 1년 내외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막연하게 생각 되던 직장에 대한 생각이 1년 내

외로 근무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바뀔 뿐 아니라

이직의도가 가장 높아질 때이기에 조직에 대한

평가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

조업, IT업, 서비스업, 광고업 등에 속한 9명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남성 33.3%(3명)과 여

성 66.7%(6명)으로 구성되었다. 평균연령은 28.1

세이고 평균 근무기간은 1.39년 이었다. 학력별

로는 대학원 이상 22.2%(2명)과 대졸 87.8%(7명)

으로 구성되었다.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1에서 실행한 인터뷰는 국내 기업의 직장

인들이 조직미덕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지,

또한 조직이 행하는 미덕행위가 조직구성원들에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

었다. 반구조화 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고, 각 인터뷰 시간은 15

분~30분 정도 소요 되었다. 반 구조화된 인터뷰

는 피면담자의 경험과 상황을 그들의 언어와 관

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면담자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을 뜻한다. 정보제공자들에게 미덕

적 행위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

며 설명한 후 ‘조직의 미덕적 행위는 무엇인가’

라는 포괄적 질문을 제시하면서 인터뷰를 시작

하였다. 인터뷰는 세 가지 핵심 질문으로 나누어

서 진행했다. 첫째, 인터뷰 참가자가 회사 내에

서 경험한 조직미덕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했으

며, 두 번째 질문으로는 조직 내 미덕을 경험 후

어떠한 감정 또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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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이로 인해서 행동과 태도에 변화

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했다. 정보제공자가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용어들은 사전에 쉽게

풀어서 설명하여 주었고, 자연스러운 생각과 인

터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터뷰 질문지의 내용

을 정보제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인터

뷰 질문지를 작성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개방

형 인터뷰이기 때문에 준비된 인터뷰 질문에 적

합한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보제공자가 하

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뷰 내용 분석을 위해서 개방코

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은

자료나 현상에서 개념을 도출하고, 자료의 속성

(properties)과 차원(dimensions)에 따라 범주화

하는(categorizing) 작업이다.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에 따라 떠오른 생각들

과 정보 제공자가 강조하는 단어, 반복되는 어구,

맥락상 의미 등은 메모 하며 개방 코딩이 진행

되었다(Miles & Huberman, 2009).

개방코딩 후 유사한 범주들을 모아서 축 코딩

을 실행하였다. 축 코딩은 개방코딩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재조합하는 과정이다. 개방코딩으로 도

출한 개념들을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대조하

여 유사한 자료와 사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작업이 축 코딩이다. (Strauss & Corbin, 2008).

마지막으로 개방코딩과 축 코딩을 통해서 추

출된 개념과 범주들을 정교화하는 과정을 통해

패러다임 모형과 중심적인 주제가 되는 핵심범

주를 도출하는 작업인 선택코딩을 실행하였다.

도출된 핵심범주는 다른 범주들과 비교·대조하여

관계성에 따라 가설적 관계의 진술이 만들어지

며, 이를 토대로 서술적 이야기(storyline)가 작성

된다. 분석 자료와 가설적 진술문, 서술적 이야

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범주들을 유형화하

여 이론화하면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한 연구절

차가 마무리된다(Strauss, 2001). 요약하지면,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 후 유사한 범주들을 모아

서 축 코딩을 한 후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을 실

행했다.

3. 결론 및 연구모형

인터뷰를 통해 한국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조

직의 미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조직의 미덕은

크게 조직내부를 향한 미덕과 조직외부를 향한

미덕으로 구분되었다. 인터뷰 내용을 분석결과,

국내 직장인들은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를 조

직구성원의 건강한 삶과 조직에서의 적응들 돕

기 위해 조직과 동료들로부터 주어지는 시간적,

물적, 감정적 지원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를 지역사회의 개선과 발전

을 위해 조직이 외부 사회에 제공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

뷰를 통해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는 조직구성

원들의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을 일

으켰고, 이를 통해 조직시민행동,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

다. 한편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는 집단적 자

긍심(collective self esteem)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역시 조직시민행동,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질

적 연구 분석을 통해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도출했다(Creswel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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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1 조직 내부의 미덕행위

인터뷰 참가자들은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조

직미덕을 조직이 조직구성원을 위해서 행하는

지원 및 도움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

의 참가자들은 조직내부를 향한 미덕행위를 조

직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 및 휴가지원과 동료

로부터의 칭찬, 위로, 관심 등의 감정적 지원 및

경조사 참석 등의 시간적/물질적 지원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아래 인터뷰 내용들은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에 대한 핵심범주 도출을 위해 사용

된 정보제공자들의 인터뷰들이다.

뭐,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보너스를 준다던가,

보상을 해주는 보너스를 준다던가 그리고 그 머

라 그러지 보상, 보너스나 해외여행 뭐 이런, 이

런 것들...

- 잡지사 근무 3년차 OOO(33) 남.

조직구성원에게 제일 큰 거는 일단 적게 일시키

고 돈 많이 주는 것. 그게 뭐 연말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겠고...

- 마케팅 조사 서비스업 근무 1년차 XXX(30)

남.

몇 명 정보제공자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이 언급한 조직 내부의 미덕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한 후 총

괄용어로서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최

종 핵심범주로서 조직 내부의 미덕은 조직으로

부터 받는 미덕과 동료(팀)로부터 받는 미덕으로

분석되었다. 조직 내부의 미덕에 대한 질적 연구

코딩은 아래<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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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범주 선택 코딩 축 코딩 개방코딩

조직내부를

향한 미덕적

행위

조직으로부터

받는 미덕

금전적 지원

인센티브

인센티브

보너스

여행비 지원

휴식보장

리프레쉬

휴식

출산육아 휴직

복지

석박사지원

육성지원

회식

헬스케어

비금전적 지원

분위기

휴가를 잘 쓸 수 있는 분위기

유연한 조직문화

이직에 대한 유연한 인식

기타
임원과 면담

임원과의 유대관계

동료(팀)로부터

받는 미덕

감정적 지원

유대관계형성

직무적 신뢰 표현

휴가 등 자리를 비울 때 백업

동료모임

권한부여

개인적인 일에 대한 배려

칭찬과 관심

고충해결

동료상사와의 갈등해결

조언과 덕담

고민상담

시간/물적 지원 기타

따로 불러서 휴식시간 부여

경조사 지원

술자리

<표 1> 조직 내부의 미덕에 대한 코딩

3.2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구성원  

   에게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인터뷰 참가자들이 경험한 조직 내부

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 및 동료에 대해 느끼는

감정 및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하

였다. 정보제공자들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요약

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미덕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오

래 다니고 싶다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

이 크니까 아... 조금 더 있어도 충분한 복지가

개선될 수 있는 가치가있는 회사다라는 게 느껴

지니까. 그게 일 번인 것 같구. 그리고 뿌듯하죠.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해주

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위한 배

려니까... 소속감을 느끼며 회사에 대한 애착과

<표 1> 조직 내부의 미덕에 대한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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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몰입도도 올라가고...

- 제약회사 회계부서 근무 1년차 ◇◇◇(26) 여.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조직내부의 미덕

을 경험하면 회사 및 동료에 대한 애착과 함께

회사에 오래 남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서 조직내

부의 미덕을 경험하면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이 높아졌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과

구성원의 가치가 일치함으로써 조직에 남아있기

를 원하는 몰입의 형태이다(Gergen, 1999).“조직

에 대한 선호도를 근간으로 한 조직에 대한 감

정적인 애착”의 정도를 의미하고 이는 긍정적인

감정의 애착이 중심이 된다. Mowday et

al.(1979)은 정서적 몰입의 개념을 조직에 대한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의 집합이라고 표현하였으

며, 조직의 궁극적 목적과 공감하는 가치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 내부의 미덕

적 행위를 경험한 인터뷰 참가자들이 조직에 대

해 느끼는 감정이나 동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몰입이라는 요소로 귀결됨을 찾아

내었다. 조직 내부의 미덕을 경험한 조직구성원

들은 고마움, 자랑스러움, 안정감, 소속감, 배려

등의 인식과 감정이 생성되어 정서적몰입이 높

아짐을 경험했다. 조직내부 미덕을 경험한 후 감

정과 사고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개방코딩, 축코

딩, 선택 코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조직 내부의 미덕과 정서적 몰입

조직내부를

향한 미덕적

행위

핵심범주
질적 연구 코딩

선택 코딩 축 코딩 개방코딩

조직으로부터 받는

미덕을 통한

정서적 몰입

업무몰입

긍정적 감정
이보다 좋음

뿌듯함

자랑스러움 업무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 업무관련 정체성
가치가 있는 회사

업무에 대한 즐거움

조직몰입

안정적인 업무처리 오래 다니고 싶음

이직의도 감소

애착심

업무 몰입도

소속감을 느낌

배려심

업무지원에 대한 고마움
너무 고마움

너무 감사함

동료(팀)로부터

받는 미덕을 통한

정서적 몰입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몰입

고마움
동료들의 배려

동료애

소속감

팀장과 점심식사

모든직원들을 위한

배려

자신의 업무에 대한

관심과 몰입

긍정적 자기 효능감

팀원으로서

소속감

팀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긍정적 업무 정체성

내 업무역할에 대한

중요성

업무에 대한

의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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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를

향한 조직

미덕

핵심범주 선택코딩(결과변수) 축 코딩 개방코딩

조직으로부터

받는 미덕을

통한 결과변수

충성도

회사에 대한 애사심
복지가 좋음

복지에 대한 고마움

회사에 대한

잔류의지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다

동종 업계로 이직의도

없음

조직시민행동

주어진 직무를

열심히 수행
약간 충성심

직무 외 업무

솔선수범
무엇이든 열심히

직무소진 감소
직무에 대한 즐거움

고마운 충고

복지가 좀 더 좋음

업무스트레스 해소 업무스트레스 상담

동료(팀)로부터

받는 미덕을

통한

결과변수

충성도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다
애사심이 생김

소속감 우리 회사

조직시민행동

주어진 직무를

열심히 수행
부장님을 봐서라도

직무 외 동료에 대한

배려
고마운 충고

동료에게 피해

안가도록 함
업무 성실성

직무소진 감소

고충상담 동료들의 권면

개인적인 고민 해결
회식자리

동기모임

대화 등을 통해

리프레쉬
동료들과의 대화

마지막으로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를 경험하

면 정서적 몰입을 통해 참가자의 태도, 행동이

변화했음을 아래 인터뷰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었

다. 특히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과 조직 충성도 (Organizational

Loyalty), 감정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조직내부 미

덕을 경험한 후 정서적 몰입을 통해서 조직구성

원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나타낸 인터뷰 내용

과코딩은 아래의 <표3>와 같다.

…(중략) 딱 그 일이 있고나서... 그게 선배가 얘

기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동은 선배가 시킨 일

은 인건 완전 잘해야 되는 일인 거에요.…(중략)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약간 충성심이라고

하면 좀 오바 같은데 되게...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고...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실제로.

- 홍보회사 근무 1년차 ♧♧♧(27) 여.

<표 3> 조직 내부의 미덕과 결과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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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외부

를 향한 

조직

미덕

핵심범주 선택 코딩 축 코딩 개방 코딩

조직외부로 

주는 미덕

금전적 행위

개인차원의 

기부

금전적 기부

기부 프로그램 참여

조직차원의 

기부

문화후원 
 외국에 소학교 설립

금전적 기부
세금 잘 내기

NGO단체 무료 홍보
아름다운 가게 후원
사무실 기자재 기부

비금전적 

행위

개인차원의 

봉사

봉사활동 참여
멘토링 참여

봉사동아리 활동

지식 나눔

조직차원의 

봉사

무료 교육

독거노인 소외 지역 아이들 돌보기

멘토링

3.3 조직 외부의 미덕행위

인터뷰 참가자들은 조직미덕을 조직이 조직구

성원을 위해서 행하는 지원행위와 함께, 조직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조직외부를 향한 미덕행위

를 법에 규정되지는 않으나 기업에게 기대되는

행동, 특히 사회 통념에 의해 형성된 윤리적 기

준을 따르고 기업의 개별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따라 문화 활동이나 기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조직 외부의 미덕을 지역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조직이 외부 사회에 제공하는 금전적, 비금

전적 지원이라 언급했다. 아래 인터뷰 내용들은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에 대한 핵심범주 도출

을 위해 사용 된 정보제공자들의 인터뷰들이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부는 필수...라고 생각해

요.…(중략) 근데 기부 자체는 회사가 사회로부

터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주는 거잖아요. 자신의

이들을...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도와줄 수 있는

범위도 크고 그래서 약간 기부는 반강제적으로

라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 제약회사 회계부서 근무 1년차 ◇◇◇(26) 여

저희 회사가 중국에 소학교를 지어주더라구요.

이런 되게 산골 지방 이런데... 산골이라서 학교

를 잘 못 다니고 그러니까... 학교도 짓고 일본

쓰나미 왔을 때, 저희 회사에 굴삭기 이런 게 있

거든요. 그런 거 보내서 재해 복구하는 현장에서

도움도 주고 음... 그리고 직원 전체한테 강압적

인건 아닌데... 기부를 독려하는 그런 것도 하구

요.

- 광고회사 근무 1년차 □□□(27) 여

참가자들이 언급한 조직 외부의 미덕에 대한

내용을 코딩하여 조직 외부의 미덕을 외부사회

에 제공하는 금전적 행위와 비금전적 행위로 구

분 하였다. 조직 외부의 미덕에 대한 코딩은 아

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조직 외부의 미덕에 대한 코딩



12 경영과 정보연구 제33권 제5호

연탄 나르기
재해 지역 복구활동

산 치우기 운동
유소년 육성

봉사동아리(단체) 형성

조직외부

를 향한

조직

미덕

핵심범주
질적 연구 코딩

선택코딩 축 코딩 개방코딩

집단적

자긍심

조직

차원의

자긍심

조직에 대한 만족감
애사심이 생김

화사에 대한 자부심

회사에 대한 뿌듯함
자사에 대한 좋은 평판

조직에 대한 평가가 좋음

회사에 대한 자부심 자랑스럽게 말함

3.4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구성원  

    에게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인터뷰 참가자들이 경험한 조직 외부

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 및 동료에 대해 느끼는

감정 및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하

였다. 정보제공자들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요약

하면 아래와 같다.

확실히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리

서치 회사 같은 경우는 주 고객이 B2B이다 보니

까 개인 고객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중

략) 사람들이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파하는데는 큰 역할을 한다

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도 좀

‘나오늘 연탄 나르고 왔어.’ 좀 더 자랑스럽게 얘

기할 수 있는 거죠.

- 마케팅 조사 서비스업 근무 1년차 XXX(30)

남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죠. 내가 한

행위(기부)니까 그거에 대한 합리화라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 만족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솔직히 기업이 아예 작은

데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애사심도 생길 수 있겠죠?

-IT업 근무 2.5년차 △△△(29) 여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조직외부의 미덕

을 경험하면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애착

과 자부심을 느끼는 집단적 자긍심(collective

self-esteem)이 높아졌다. 집단적 자긍심은 사람

들이 그들의 조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

와 외부사람들의 조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인식

을 보여준다(Crocker et al., 1994; Long, Spears.,

& Manstead, 1994). 이와 같이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들이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를 경험하

면 조직과 동료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집단적

자긍심이 높아짐이 밝혀졌다. 조직외부 미덕을

경험한 후 감정과 사고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은 아래의 <표5>와

같다.

<표 5> 조직 외부의 미덕과 집단적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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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좋은 평판

조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회사의 좋은 이미지

회사에 대한 긍정적 언급

조직이 착한 것처럼 느낌
봉사활동을 자랑스러워함

회사가 더 좋아짐

개인

차원의

자긍심

미덕적 행위를 주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음

내가 더 좋아짐

너무 봉사를 하고 싶음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낌

자신에 대한 만족감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인식

마음이 따뜻해짐
배려심

돌봄

조직외부
를 향한 

조직
미덕

핵심범주
선택코딩

(결과변수)
축 코딩 개방코딩

외부에
주는 미덕을 
통한 결과 

변수

충성도

애사심
회사에 대한 긍정적 언급
회사에 머무는 것이 기쁨

회사 잔류 의지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음
자주 회사에 나오고 싶음

회사가 더 좋아짐
긍정적인 건의사항

창조적인 발상을 건의

팀원들과 유대관계 향상
팀워크가 좋아짐

팀원들과 친해짐

조직시민행
동

소명적인 봉사정신
야근이나 철야를 해서라도 

봉사에 참여

회사개선에 대한 의지
1년에 한번 있는 행사
회사 개선을 위한 건의

적극적인 업무자세 기타 청소, 정리 활동

마지막으로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를 경험하

면 집단적 자긍심을 통해 참가자의 태도, 행동이

변화했음을 아래 인터뷰 예로서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과 조직 충성도 (Organizational

Loyalty), 감정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조직외부 미

덕을 경험한 후 집단적 자긍심을 통해서 조직구

성원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나타낸 코딩은 아

래의 <표6>와 같다.

사실 봉사하고 돌아오면 아무래도 회사에서 봉

사활동 같은 거 장려하고 그러니까 하고 오면

배려해주기도 하고 또 나한테 복지도 잘해주고

케어도 잘해주는 데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리고 봉사활동을 팀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 사람들이랑 섞여서 가니까

다른 팀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업

무를 할 때 도움도 되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더

좋아지는 거죠.

- 광고회사 근무 1년차 □□□(27) 여

<표 6> 조직 외부의 미덕과 결과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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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업무 준비
자발적인 업무처리

긍정적인 직무 마인드
직무에 대한 책임감 향상
동료들 직무에 관심 갖음

자발적인 봉사정신
야근이나 주말 출근은 

자진해서 함

봉사활동 시간이 기다려짐

직무소진 
감소

긍정적인 봉사 마인드

철야 작업을 하고서라도 
봉사활동에 참여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함
봉사활동 후 기분이 좋아짐

뿌듯한 마음 타인들에게 자랑

직무 충실성

봉사활동 후 직무에 더욱 
충실

봉사 후 업무에 대한 긍정적 
의지가 생김

Ⅳ. 연구2

1.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와 

  정서적 몰입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르

면 조직이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면 개인은 조

직이 그들의 물질적 욕구와 사회 정서적 욕구를

기꺼이 만족시켜줄 것이라 추정하며, 이러한 지

원을 조직의 가치와 그들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돌봄, 호혜적 표준의 신호라 해석하여 조직에 대

한 강한 감정적 자본이 형성된다고 한다

(Rhoades & Eisenberger, 2002).

예를 들면 조직미덕의 한 형태인 조직구성원

지원제도(employee support program)는 제도화

된 조직지원 행동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인

센티브를 넘어서 감정적, 재정적 도움을 주는 관

행을 포함한다(Grant et.al., 2008). 조직구성원 지

원제도는 조직에 따라 다르게 행해지는데 보육

이나 노인 보호 같이 직접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Cascio, 2003; Goodstein,1995), 필요한 동료

에게 휴가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조직구성원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Grant et al.(2008)의 연구

에서는 ESF(Employee Support Foundation)에

참여한 사람들은 조직 정체성을 보는 관점과 유

대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이 변화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개인이 그들 스스로와 조직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배려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어 결국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과 애착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조직의 내부 구성원을 향한 미덕적 행위는

조직구성원과 조직 사이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서적 몰입을 높인다(Dutton et. al.,

2010). 이상의 연구들과 연구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는 조직구성

원의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는 조직구성

원의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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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매개효과 가설은 Weiss &

Cropanzano(1996)의 정서적 사건이론(Affective

events theory: AET)에 근거한다. 정서적 사건

이론이란 조직 환경의 요소들이 긍정적 또는 부

정적 정서의 사건들을 발생시키며, 발생된 사건

들은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시키고.

조직구성원은 유발된 정서에 맞는 태도 및 행동

을 일으킨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내부 미덕이란 사건

(event)을 조직구성원이 인식함으로써 그들의 긍

정적 정서 즉, 정서적 몰입을 유발 시키며,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 충성심, 감정소진 등

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예측

될 수 있다(Bateman & Organ, 1983).

연구1의 결과와 Dutton et al.(2008)의 연구를

토대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내부 미덕을 경험

하게 되면 정서적 몰입이 상승된다. 정서적 몰입

은“조직에 대한 선호도를 근간으로 한 조직에 대

한 감정적인 애착”의 정도를 의미하고 이는 긍정

적인 감정의 애착이 중심이 된다. Mowday et

al.(1979)은 정서적 몰입의 개념을 조직에 대한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의 집합이라고 표현하였으

며,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행동이 발전된다고 주

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의 내부미덕을 통해 생

성된 정서적 몰입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

서 구성원에게 주어진 업무 외 역할로 조직발전

에 기여하고자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기

능적인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을 향상 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Smith, Organ., & Near, 1983). 또한 조직에 대

한 정서적 몰입의 상승은 조직에 대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조직 충성도(organizational loyalty)

(Ladd, 1967)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지막

으로, 감정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은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로 유발된 감정적 몰입을 통

해 감소할 것이라 생각된다. 감정적 소진은 소진

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탈 인격화와 자아성

취감 저하의 원인변수이다(Maslach, 1982). 조직

구성원들의 삶의 건강과 행복, 조직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조직이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함으로

인해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몰입하게 되고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감정

적 충성의도, 애착을 유지하려는 욕구나 관여된

상태가 되어 감정적 소진이 감소할 것이다. 이상

의 연구들과 연구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서적 몰입은 조직내부의 미덕과 조직 구성원

의 조직시민행동,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직

시민행동의 정(+)의 관계를 정서적

몰입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직

충성도의 정(+)의 관계를 정서적 몰

입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3.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와 감정

적 소진과의 부의(-)의 관계를 정서

적 몰입이 매개할 것이다.

3.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와 

   집단적 자긍심

집단적 자긍심을 정의하는데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

다. 사회적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 관

련된 영역과 관련이 되어있다(Luhtan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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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cker,1992).연구자들은 사람이 특정 집단의 멤

버로서의 애착을 느끼는 긍정적인 가치와 관련

된 개념으로 집단적 자긍심(Collective Self-

Esteem)을 사용한다(Crocker et al., 1994; Long,

Spears, and Manstead, 1994). 같은 맥락으로 집

단적 자긍심은 사람들이 그들의 조직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정도와 외부사람들의 조직에 대

한 평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Bartel(2001)은 조직 및 조직구성원의 지역 사

회에 대한 봉사활동 참여가 조직 구성원의 집단

적 자긍심(collective self esteem) 상승을 통해

조직 동일화와 조직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외부 조직구성원들

과의 상호작용은 조직 사이의 비교를 촉진하고

이 비교를 통해 조직구성원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조직에 속해있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

각하게 된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행위 및 봉사

활동에 참여한 조직 구성원들은 그들의 조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Bartel,

2001). 활발하게 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의 구성원

들은 그들의 조직을 좀 더 협력적이고, 사회 친

화적이며 혁신적이라고 인식한다. 이상의 연구들

과 연구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직 외부

의 미덕적 행위와 조직구성원의 집단적 자긍심

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는 조직구성원

의 집단적 자긍심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4. 집단적 자긍심의 매개효과

정서적 사건이론(affective events theory:

AET)을 토대로 조직내부의 미덕에서 정서적 몰

입을 매개변수로 예측한 것처럼, 조직외부의 미

덕과 결과변수의 관계를 집단적 자긍심이 매개

할 것이라 예측했다. 조직의 외부미덕이란 사건

(event)을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면 집단적 자긍심

과 같은 긍정적 감정 및 자아가 발달되어 결국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 충성심, 감정소진

등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조직시민행동의 성격으로 보아 조직 외

부의 미덕적 행위로 인해 긍정적인 집단적 자긍

심이 형성되면 자유 재량적으로 조직성과에 공

헌하고자 하는 행동이 유발될 것이라 예상된다.

Organ(1988)은 조직시민행동은 조직과의 명시적,

암묵적 계약 내용에서 제시되지 않은 순수 개인

선택에 의한 자유 재량적 행동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체성이나

자부심을 가질 때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Ladd

(1967)는 충성심의 사전적인 의미를 ‘특정대상에

대한 정서적 애착 또는 헌신’이라고 말했고 여기

서 특정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

단이념(idea),직책(duty)이 될 수도 있으며 그 대

상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동일시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였다. 조직 충성 행동에 대

해서는 “조직에 대해서 정서적 애착을 가지고 헌

신하려는 조직구성원의 열정과 내적 동기가 행

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로 인해 집단적 자긍심

이 형성되면 나와 조직의 동일시가 발생하여 조

직 충성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

로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로 인해 긍정적인

집단적 자긍심이 형성되면 낮은 자아성취감이

향상되고 감정자원이 재충전되어 감정적 소진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상의 연구들과 연구1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적 자긍심은 조

직외부의 미덕과 조직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

으로 예측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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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1.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

직시민행동의 정(+)의 관계를

집단적 자긍심이 매개 할 것이다.

가설 4-2.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

직 충성도의 정(+)의 관계를 집

단적 자긍심이 매개 할 것이다.

가설 4-3.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와 감정

적 소진과의 부의(-)의 관계를 집

단적 자긍심이 매개할 것이다.

5.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2009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기업의 400명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중 258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약63%

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기록내용

이 상당부분 누락되었거나 응답의 중심화 경향

이 두드러지게 보인 응답지 5부를 제외한 결과,

본 연구의 분석은 총 253명의 응답자로부터 얻

은 자료에 기초하였다. 표본은 남성 60.5%(153

명)와 여성 39.5%(100명)로 구성되었으며, 연령

별로는 20대 42.7%(108명), 30대 48.6%(123명),

40대 7.1%(18명), 50대 1.2%(3명), 60대 이상이

0.4%(1명)의 분포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8.7%(22명), 대졸 68.8%(174명), 전문대졸

13.8%(35명), 고졸 8.7%(22명)의 비율을 보였으

며, 고용형태는 정규직 83.0%(210명), 계약직

7.9%(20명), 시간제 0.8%(2명), 아르바이트

0.8%(2명), 인턴 2.4%(6명), 프리랜서 3.2%(8명),

기타 2%(5명)이었다.

6.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결과 드러난 정보 제공

자들의 질적 연구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조직

내 미덕과 조직 외 미덕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질적 연구는 실증적 연구와는 다르

게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질적 연구 데이터에서‘낯

설고'‘의외성’ 있게 드러난 개념들(sense-

making)을 현상학적 논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

성을 입증하는 것인 만큼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을 진행하였다

(김영천(2012).

6.1 조직 내 미덕(Internal Virtue)

연구1에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 직장

인들이 지각하는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를 "조

직구성원의 건강한 삶과 조직에서의 적응을 돕

기 위해 조직과 동료들로부터 주어지는 시간적,

물적, 감정적 지원“이라 정의하였다. 연구1의 분

석을 바탕으로 한국 직장인들이 지각하는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5개의 측

정항목 개발하였다.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조직

의 금전적인 보상 시스템(보너스나 인센티브 등)

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조직의 복리후생(출산육아 지원, 학비지원 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 조직 내부의 미

덕적 행위의 항목으로 사용되었고, 신뢰도는 α

=.823을 나타내었다.

6.2 조직 외 미덕(External Virtue)

연구1에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 직장

인들이 지각하는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를 조

직의 사업 분야나 경영방침과 상관없이 지역사

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조직이 외부 사회에

제공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이라 정의하였다.

연구 1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직장인들이 지

각하는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를 측정하기 위

한 5개의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면 “



18 경영과 정보연구 제33권 제5호

나는 우리 조직이 지역 사회에 물질적인 기부나

후원을 잘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조

직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기부에 참여

를 하도록 장려한다고 생각한다” 등이 조직 외부

의 미덕적 행위의 항목으로 사용되었고, 신뢰도

는 α=.894을 나타내었다.

6.3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정서적 몰입이란 한 조직에 대해 정서적으로

개인이 동일시되어 가는 정도이다(Moch, 1980).

정서적 몰입은 Meyer & Allen(1984)의 연구에서

개발된 정서적 몰입 척도의 7개의 항목을 번역

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나는 우

리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나는 우리 조

직에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낀다”등 7개 문항들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

다)로 측정 하였다. 이들 측정항목들의 신뢰도는

α=.865을 나타내었다.

6.4 집단적 자긍심(Collective Self Esteem)

집단적 자긍심이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

나 중요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가치 있게 여

기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정도이다(Crocker &

Luhtanen, 1990). 집단적 자긍심은 Luhtanen &

Crocker(1992)가 개발한 집단적 자긍심 척도 8개

의 항목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항목으로 “나는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좋

다”, “나는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후

회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였고, 이들 8개 문항

들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 이들 측정항목들의 신뢰

도는 α=.858을 나타내었다.

6.5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시민 행동이란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익

을 주는 행동이다. Williams & Anderson(1991)

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시민행동은 개인지향의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지향의 조직시민행동으로

나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illiams & Anderson(1991)의 연구에 사용된 개

인지향의 조직시민행동 5개의 항목, 조직지향의

조직시민행동 5개의 항목을 번역하여 총10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나는 동

료가 결근하게 되면, 나는 결근한 동료의 일을

도와준다”, “나는 기꺼이 일이 많은 동료를 도와

준다” 등이고, 이들 10개 문항들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

였다. 이들 측정항목들의 신뢰도는 α=.817을 나

타내었다.

6.6 조직 충성도(Organizational Loyalty)

조직 충성도는 조직에 대해서 정서적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려는 조직구성원의 열정과 내적

동기라고 정의하였다(Ladd, 1967). 조직 충성도

는 Meyer et al.(2002) 의 연구에서 사용된 조직

충성도 척도 3개의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나는 우리 조직에 대해 강

한 소속감을 느낀다”, “나는 우리 조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등이

고, 이들 3개 문항들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

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 이들

측정항목들의 신뢰도는 α=.657을 나타내었다.

6.7 감정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

Maslach & Jackson(1981)이 개발한 소진척도

(MBI: Maslach Butnout Inventory)는 감정고갈,

탈 인격화, 낮은 자아성취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 척도는 현재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소

진의 측정 도구이다. 이 척도의 9개의 문항을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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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나는

직장생활로 인하여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 “나

는 업무로 인하여 기진맥진하다” 등이고, 이들 9

개 문항들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

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 이들 측정항목

들의 신뢰도는 α=.901을 나타내었다.

6.8 통제변수(Control Variable)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미덕, 조직 외 미덕,

정서적 몰입, 집단적 자긍심 등 주요 변수들 간

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직업, 직종, 고용형

태, 성별, 연령, 직위, 학력, 종교, 재직 기간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7. 공통방법오류(CMB)에 대한 검정

연구의 변수들이 같은 측정도구와 응답원천에

의해 측정된 관계로 동일기법 사용에 따른 오류

(bias)의 소지가 있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를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서

한 가지 요인만이 도출되거나 복수의 요인이 도

출되어도 한 요인이 대부분의 분산을 설명한다

면 공통방법오류(Common Method Bias)의 문제

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HarMon's의 단일요인검사(single-factor test)를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동일방법편의의 오류가

심각하게 되면, 모든 변수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

분석에서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

이 한 개만 도출되거나, 또는 여러 개의 요인이

도출될지라도 그 설명력이 한 요인에 집중된다

는 것이다(Podsakoff & Organ, 1986; Podsakoff

et al., 2003). CMB 원인에 대해서 Podsakoff et

al.(2003)은 4가지로 분류하였고, HarMon's의 단

일요인검사는 탐색적 요인분석(EFA)를 활용하여

CMB를 확인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단일요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유치

가 1 이상인 요인이 총 7개가 도출되었고, 첫 번

째 요인이 설명력도 총 분산의 14.423%만 설명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공통방법오

류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더불어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행렬에 요

인의 공통성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

해 실시한 Bartlett 검정(p<0.001)을 통해서도 변

수들 간의 관계가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점이 입

증되었으며, KMO 측정치(0.931)도 최저기준치

(0.5)를 상회하여 전체 변수에 대한 본 연구의

표본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8. 변수들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CFA)  

   및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검증에 앞서 변수 간 관련성에 대한 포괄

적인 윤곽을 파악하고자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

수들 간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들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AVE의 값을 초

과하는 상관계수 제곱 값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은 모두 판별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

해 잠재요인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AMOS 분석에

서 얻은 각 문항별 표준화된 회귀계수 자료에

의해 계산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의 잠재요인 신

뢰도가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70을, 평균분산추

출은 .50을 상회해야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본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이 이를 모두 만

족시키고 있다. 모형 전체의 적합도 지수들은 χ
2= 632.658 (df=262, p=.000), CFI=.922, TLI=.910,

GFI=.840, NFI=.874, RMSEA=.074로 나타나, 모

델 적합도를 판단하는 전통적 기준을 만족시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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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s λ t α

미덕적 행위

(Virtue)

조직 내 미덕

(IV)

IV4 .643 -
.823

IV5 .890 12.361

조직 외 미덕

(EV)

Ex2 .805 -

.894
Ex3 .828 17.432

Ex4 .765 15.742

Ex5 .737 14.989

정서적 몰입

(Affective

Commitment)

AC2 .875 -

.901
AC3 .848 20.796

AC4 .855 21.089

AC7 .899 22.898

집단적 자긍심

(CSE)

Exhaustion1 .504 -

.818Exhaustion4 .953 9.855

Exhaustion5 .897 10.105

조직시민행동

(OCB)

OCB1 .678 -

.817
OCB2 .842 13.685

OCB4 .788 13.002

OCB5 .878 12.898

조직 충성도

(Organizational

Loyalty)

loyalty1 .914 -

.883loyalty2 .895 25.106

loyalty3 .717 16.630

감정적 소진

(Emotional

Exhaustion)

Exhaustion1 .908 -

.814
Exhaustion2 .822 15.771

Exhaustion3 .877 14.679

Exhaustion4 .586 11.234

χ2= 632.658 (df=262, p=.000), CFI=.922, TLI=.910, GFI=.840, NFI=.874, RMSEA=.074

<표 7> 변수들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CFA)

주) 회귀 가중치를 1로 고정하였으며 t값, p값은 추정되지 않음

9.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후 항목들 간의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는 항목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조직

내 미덕적 행위(IV) 2문항, 조직 외 미덕적 행위

(EX) 4문항, 정서적 몰입(AC) 4문항, 집단적 자

긍심(CSE) 4문항, 조직시민행동(OCB) 4문항, 조

직 충성도(loyalty) 3문항, 감정적 소진

(Exhaustion) 4문항을 선택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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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IV 1

2. EV .604** 1

3. AC .732** .633** 1

4. CSE .455** .685** .609** 1

5. OCB .592** .638** .681** .656** 1

6. loyalty .685** .611** .666** .620** .645** 1

7. Exhaustion .593** .718** .725** .651** .678** .594** 1

Mean 3.82 3.39 3.41 3.49 3.72 3.32 3.36

SD .86 .78 .79 .89 .84 .58 .70

α .823 .894 .865 .858 .817 .657 .901

CR .88 .91 .82 .89 .92 .79 .80

<표 8>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주) ***p＜.001 **p＜.01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 Composite Reliability

N=253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을 잠재변인으로 설정

한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

석용 통계프로그램인 AMOS 20.0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발생

한 결측값의 처리를 위해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통해 모형

을 추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 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인 피어슨 상

관관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살펴보

았다. <표 9>에서 보듯이 잠재 변인들 간 상관

계수절대 값의 범위가 0.592 ~ .725(p＜.01)인 것

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심각하게 발

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들의 집중타당성을 조사하

기 위하여 연구 단위에 대한 측정항목의 요인적

재량이 유의적인지, 측정항목의 표준화된 요인적

재량이 .50이상인가, 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가 .70이상인가, 그리고 평균분산 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50 이상인지

를 분석하였다. 평균분산 추출값이란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을 의미한다.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각의 연구 단위에

대한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과 표준화된 요인적

재량 및 개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값이 IV,

EV의 경우 기준치를 만족하여 본 연구에서 사

용된 미덕적 행위 변수들의 측정항목은 집중타

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0. 가설검증

10.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구조방

정식 모형 분석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측정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비표준화경로

계수와 표준화경로계수, 표준오차, 임계치(C.R.:

Critical Ratio)값은 <표9>과 같다. 잠재변인들에

대한 경로계수의 유의한 검증결과 가설 모두

C.R값이 1.96(p＜.05)을 초과해 잠재변인들이 각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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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표준화계수 SE CR P
지지

여부

H1 조직 내 미덕 → 정서적 몰입
.191

(.189)
.057 3.318 .000*** 지지

H2-1
조직 내 미덕 → 정서적 몰입 →

조직 시민행동

.138

(.129)
.069 4.564 .000*** 지지

H2-2
조직 내 미덕 → 정서적 몰입 →

조직 충성도

.512

(.525)
.078 6.711 .000*** 지지

H2-3
조직 내 미덕 → 정서적 몰입 →

감정적 소진

-.366

(.291)
.058 -4.990 .000*** 지지

H3 조직 외 미덕 → 집단적 자긍심
.672

(.830)
.076 10.977 .000*** 지지

H4-1
조직 외 미덕 → 집단적 자긍심 →

조직시민행동

.280

(.266)
.070 3.817 .000*** 지지

H4-2
조직 외 미덕 → 집단적 자긍심 →

조직 충성도

.052

(.046)
.062 3.744 .000*** 지지

H4-3
조직 외 미덕 → 집단적 자긍심 →

감정적 소진

-.402

(.480)
.065 -7.354 .000*** 지지

<표 9>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주) ***p＜.001 괄호 안은 비표준화 계수

10.2 Bootstrapping을 이용한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직시민행동, 조

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 간의 관계를 정서적 몰

입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의 검증은 AMOS 20의

Bootstrapping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의 연구모형은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

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

고 있다. 이는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

시민행동,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적 몰입에 의해 완전매개 될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직시민행

동,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과의 관계를 직접

적으로 연결했을 때, 직접적인 관계가 비유의적

이고 다른 경로들이 모두 유의적이라면 조직 내

부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시민행동,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 몰입에 의

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직접

적 관계가 유의하다면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

가 조직시민행동,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 몰입에 의해 부분 매개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학식, 2011).

본 연구에서는 내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직 시민

행동,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간의 관계에서 정

서적 몰입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Preacher & Hayes(2004)가 제시한 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였다. 검증결과 내부의 미덕적 행

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7053로

나타났고, 직접효과는 .4080으로 나왔다.

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는 .2973가 나

왔고, 이 결과 는 총효과 .7053에서 직접효과

.4080을 뺀 값과 동일하다.

Bootstrapping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CI95%=LLCI

value, ULCI value). <표 10>에서 보듯이

Bootstrapping을 이용한 내부의 미덕적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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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내적미덕 = > 정서적 몰입 => 조직시민행동

 Data   Mean s.e. LL99 CI LL95CI UL95CI UL99CI

Effect  .2973  .2960 .0698 .1217 .1642 .4407 .4861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내적미덕 = > 정서적 몰입 => 조직 충성도

Effect .3216   .3215 .0294 .2462   .2640 .3800 .4021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내적미덕 = > 정서적 몰입 => 감정적 소진

Effect -.2023 -.2043 .0886 -.4291 -.3800 -.0302 .0213

조직시민행동 간의 간접효과는 LL95CI=.1642,

UL95CI=.4407로 0(제로)가 95% CI[.1642, .4407]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검증되었

고, <가설2-1>은 지지되었다.

<가설2-2> 역시 검증결과 내부의 미덕적 행

위가 조직충성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4497로 나

타났고, 직접효과는 .1281으로 나왔다.

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는 .3216가 나

왔고, 이 결과는 총효과 .4497에서 직접효과

.1281을 뺀 값과 동일하다. 따라서 Bootstrapping

을 이용한 내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직충성도 간

의 간접효과는 LL95CI=.2640, UL95CI=.3800로

0(제로)가 95% CI[.2640, .3800]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검증되었고, <가설2-2>는 지

지 되었다.

<가설2-3>의 검증결과 내부의 미덕적 행위가

감정적 소진에 미치는 총 효과는 -.6416로 나타

났고, 직접효과는 -.4392으로 나왔다.

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는 -.2023가 나

왔고, 이 결과는 총효과 -.6416에서 직접효과

-.4392을 뺀 값과 동일하다. 따라서

Bootstrapping을 이용한 내부의 미덕적 행위와

감정적 소진 간의 간접효과는 LL95CI=-.3800,

UL95CI=-.0302로 0(제로)가 95% CI [-.3800,

.0302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검

증되었고, <가설2-3>는 지지 되었다.

<표 10>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10.3 Bootstrapping을 이용한 집단적 

     자긍심의 매개효과 검증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직시민행동, 조

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 간의 관계를 집단적 자

긍심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4-1>, <가설

4-2>, <가설4-3>의 검증은 역시 AMOS20의

Bootstrapping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의 연구모형은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

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

고 있다. 이는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

시민행동,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적 자긍심에 의해 완전매개 될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직 외부의 미덕

적 행위와 조직시민행동,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했을 때, 직접

적인 관계가 비유의적이고 다른 경로들이 모두

유의적이라면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

시민행동,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적 자긍심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직접적 관계가 유의하다

면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시민행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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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외적미덕 = > 집단적 자긍심 => 조직시민행동

 Data   Mean s.e. LL99 CI LL95CI UL95CI UL99CI

Effect  .3028  .3035 .0520 .1797  .2060 .4118  .4479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외적미덕 = > 집단적 자긍심 => 조직 충성도

Effect  .2162   .2163 .0239 .1559  .1693 .2630 .2768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외적미덕 = > 집단적 자긍심 => 감정적 소진

Effect  -.3201  -.3196 .0657 -.4981 -.4524 -.1980 -.1563

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적

자긍심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이학식, 2011).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직 시

민행동,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간의 관계에서

집단적 자긍심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방법으

로 Preacher & Hayes(2004)가 제시한

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였고, 검증결과 외

부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는 .2958로 나타났고, 직접효과는 -.0069으로

나왔다. 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는

.3028가 나왔고, 이 결과 는 총효과 .2958에서 직

접효과 -.0069을 뺀 값과 동일하다.

Bootstrapping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CI95%=LLCI

value, ULCI value). <표11>에서 보듯이

Bootstrapping을 이용한 외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직시민행동 간의 간접효과는 LL95CI=.2060,

UL95CI=.4118로 0(제로)가 95% CI[.2060, .4118]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검증되었

고, <가설4-1>은 지지되었다.

<가설4-2> 역시 검증결과 외부의 미덕적 행

위가 조직충성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2333로 나

타났고, 직접효과는 .0171으로 나왔다.

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는 .2162가 나

왔고, 이 결과 는 총효과 .2333에서 직접효과

.0171을 뺀 값과 동일하다. 따라서 Bootstrapping

을 이용한 외부의 미덕적 행위와 조직충성도 간

의 간접효과는 LL95CI=.1693, UL95CI=.2630로

0(제로)가 95% CI[.1693, .2630]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검증되었고, <가설4-2>는 지

지 되었다.

<가설4-3>의 검증결과 외부의 미덕적 행위가

감정적 소진에 미치는 총효과는 -.2297로 나타

났고, 직접효과는 .0904으로 나왔다.

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는 -.3201가 나

왔고, 이 결과 는 총효과 -.2297에서 직접효과

.0904을 뺀 값과 동일하다. 따라서 Bootstrapping

을 이용한 외부의 미덕적 행위와 감정적 소진

간의 간접효과는 LL95CI=-.4524, UL95CI=-.1980

로 0(제로)가 95% CI[-.4524, -.1980]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검증되었고, <가설4-3>

는 지지되었다.

<표 11> 집단적 자긍심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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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토의 및 결론

1. 결론 

본 연구는 조직의 미덕이 조직구성원의 감정

및 정체성,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인터뷰를 통하여 한

국 직장인들은 조직미덕을 조직내부와 조직외부

를 향한 미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한국 직장인들이 지각하는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를 조직구성원의 건강한 삶과 조직에서의

적응들 돕기 위해 조직과 동료들로부터 주어지

는 시간적, 물적, 감정적 지원이라 정의하고, 조

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를 조직의 사업 분야나

경영방침과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조직이 외부 사회에 제공하는 금전적, 비금

전적 지원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조직 내부의 미

덕적 행위가 정서적 몰입을 통해 조직시민행동

과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고 조직 외부의 조직 외부의 미덕

적 행위가 집단적 자긍심을 통해 조직시민행동

과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인터뷰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구 모형을 개발하고 가설을 설정한 후 실증적

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가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고, 조직 내부의 미덕적 행위가 정서적 몰입을

통해 조직시민행동과 조직 충성도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조직 외부의 미덕

적 행위가 집단적 자긍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가 집단적 자긍심을

통해 조직시민행동과 조직 충성도, 감정적 소진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2. 이론적 시사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덕은 사회과학 연구

에서 등한시 되는 주제였다. 미덕은 전통적으로

상대주의, 문화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보수주의

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 졌고, 종교학에나 어울

릴 주제라고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에 과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인식되어져 왔다(Chapman &

Galston, 1992; Schimmel, 1997). 특히 조직학에

서의 학문적 관심은 매우 부족했고, 실무적 측면

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의 압박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미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어려웠다.

긍정조직학에서 조직의 미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조직의 미덕에 대한 추상적

인 연구가 진행되고 조직의 미덕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Cameron et al., 2003). 하지만 조직의 미덕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

히 부족하고 조직의 미덕이 조직에게 주는 영향

외에 조직구성원에게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국내 직장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조직미덕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

직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구성원에게 주는 영향

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직 내부와 외부의 미덕적

행위는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고, 그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가 정서적 몰입과 집단적 자긍심이라는 요

소를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조직의

미덕에 대한 연구에 이론적 토대가 되고 연구의

대상이 조직의 성과나 혜택에서 조직구성원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으로 넓어지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조직의 미덕적 행위의 영향을 실

증적으로 검증하여 조직의 미덕이 실제 조직에

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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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후 긍정조직학과 미덕에 대한 연구에 실증

적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질적 연구

방법론과 양적연구방법론을 혼합해서 미덕적 행

위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혀냈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서

반구조화 된 인터뷰를 시행 한 후(Spradley,

2006) 이를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 작업을

거친 후 핵심범주로서 총괄용어들을 도출해 내

었다(Spradley, 2003) 그리고 이들에 관한 설문

항목들을 만들어 실증적 검증방법으로 가설을

실증하였다는데 이론적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직장인들을 대상

으로 반 구조화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

여 한국 직장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조직의 미덕

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 직장인들이 인식하는 조직 내부와 외부의

미덕에 대해 정의하고 조직의 미덕적 행위가 한

국 직장인들의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한국에서 조직의 미덕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

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실천적 시사점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조직의 미덕이

조직구성원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여 기업들에게 미덕적인 행위가 조직

구성원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 조직에 대한 태도

와 행동, 나아가 조직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

업들이 단순히 이윤을 많이 창출하고 임금을 많

이 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미덕적인 행

위를 함으로써 조직구성원과 지역사회, 모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 한국의 기업은 미덕적 행위가 아닌 대가성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행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역시 받은 만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즉, 조직 외부의 미덕적 행위의 경우 가식적

이고 보여주기 식의 행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과 주

고받는 미덕적 행위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서

로를 비인격적인 객체(objectivity)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주체(subjectivity)로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고 있다(Cawley et al., 2000). 왜

냐하면 미덕적 행위라는 것은 Peterson &

Seligman(2004)의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VIA분류 체계 안에 사랑, 용서, 인간다움 등 인

간 본연의 인격적인 관계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덕적 행위를 경험한 조직구성

원들 각각은 조직 내에서 서로를 더욱 인격적인

주체로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Baumeister & Exline 1999).

또한 조직 외에서 행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미덕적 행위를 통해 고

객과 조직구성원들은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고, 조직구성원들은 고객을 물질적인 객

체가 아닌 사랑과 돌봄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인

주체로 대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의 미덕

적 행위를 통해 조직 내ž외 구성원들이 서로 서

로를 인격적인 주체로서 대할 수 있는 태도 변

화를 이루게 할 수 있다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

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기업은 지속적으로 진

실 된 미덕적 행위를 수행하여 조직의 미덕적

행위에 대한 조직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진실 된 마음으로 조직과 조직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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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을 인터뷰 한 후 드러난 핵심개념

들을 통해 질적 연구의 핵심범주들을 도출해 낸

결과 이들이 일터에서 겪고 있는 생생한 경험들

을 핵심범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러한 핵심범주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드러나

지 않았던 미덕적 행위 같은 낯설은 개념을 작

업장에 드러내 보여주면서 조직문화를 더욱 건

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 한계점과 향후연구

본 연구의 과정과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제기될

수 있는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학 인사조직 연구 분야에 있어 미덕

적 행위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명확하게 조작적

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직 내ž외부

의 미덕적 행위에 대한 척도의 타당도 확보가

필요 할 것이다. 조직의 미덕적 행위 대한 기존

선행 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미덕적 행위 관한

측정항목이 존재하지 않았고, 반구조화 된 인터

뷰를 통해 측정항목을 개발했기 때문에 측정항

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가 약간 부족했다. 물

론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개념타당성, 판별타당

성, 집중타당성이 유의하게 검증이 되었지만 향

후 연구에서는 조직의 미덕적 행위에 대한 실증

적인 연구를 위해서 척도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

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단순히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의 미덕적 행위에 한정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

계를 실증하였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를 통해 공감(compassion)의 척도를 개발한 후

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공감은 미덕의 하위차원으로

서 인사조직 연구에서 Dutton 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지금까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왔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영학 인사조직 연구 분

야에 공감(compassion)에 관한 척도가 없기 때

문이다(Dutton, Worline, Frost., & Lilius, 2006).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을 혼합한 미덕의 하위차원으로

서 공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셋째, 인터뷰 대상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인터

뷰 대상의 평균연령은 28.1세이고 평균 근무기간

은 1.39년이었다. 인터뷰 대상의 연령대가 높아

지고 근무기간이 길어진다면 조직의 미덕에 대

해 더욱 다양하고 실제에 가까운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직의 미덕적 행위가 조직구성원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이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기존에 조직의 미덕이 조직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존재했지만 그러한

긍정적 영향이 조직구성원의 변화에서부터 비롯

된 것인지 조직 외부의 지역사회로부터의 이미

지 개선으로 인한 변화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의 미덕이 조직구성원에게

주는 영향과 조직성과에 주는 영향을 연결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직의 미덕으로 인한 조직구성원의

변화는 본 연구와 같은 단적 연구로는 단편적인

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미덕이

조직구성원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연구

는 종적 연구를 수행해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구

통계적으로 20~30대 사이의 분포가 다수로 수거

되었다. 40~50대의 분포를 지금보다 더 많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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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는 미덕과 결과변수와의 관계

를 조직차원이 아닌 개인차원에서 분석하였는데,

실무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미덕적 행위가 조

식시민행동이나 조직 충성도 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하는 구체적인 인적자원관리방안을

제시해주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과정 중에서 연구자는 은

연 중 본 연구에서 도출해내고자 하는 핵심범주

를 염두 해 두면서 정보제공자들의 응답을 유도

해 낸 감도 없지 않다. 질적 연구는 해석적 연구

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경험과 가치, 흥미 등이

불가피하게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

만(Cresswell, 1994; Spradley, 2003), 철저하게

외부에 위치한 연구자가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을 재시도할 경우에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제공자

들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아무런 편견

과 제약 없이 자신의 생각들을 드러낼 수 있도

록 하는 인터뷰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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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virtuous behavior in organization on the employee's attitude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Affective Commitment and Collective Self

Esteem

Ko, Sung-Hoon*․Moon, Tae-Won**

This study suggests internal and external virtuous behavior in organization influenced employe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organizational loyalty and emotional exhaustion through

mediated effect of affective commitment and collective self-esteem. Virtue in organization has

received attention as critical attribute of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Cameron(2003) defined

the study of virtue as a study of the capacity, attributes, and reserve in organization that

facilitates the expression of positive deviance among organization member. Accordingly, this study

presumed that virtuous behaviors within organization positively associate with OCB, and

organizational loyalty through affective commitment whereas the virtuous behaviors negatively

influence emotional exhaustion. On the other hand, we assumed that external virtuous behaviors

positively associate with OCB and organizational loyalty and negatively associate with emotional

exhaustion individually.

In study 1, we conducted interview with Korean employees created items for internal and

external virtue, and implemented empirical study for 253 employees of domestic companies in study

2.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mpirical investigation on how internal virtue (i.e. the employees'

virtue for their organization) and external virtue (i.e. the organization's virtue for society),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 employe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organizational

loyalty and emotional exhaustion after creating items for the two virtuous behavior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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