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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융·복합 시대에 조직 구성원의 역할외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직지원인식이라는 조직구성원의 
인식에서 시작하여, 직무와 관련된 심리적 태도를 형성시킬 때, 조직 구성원은 조직시민행동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조직지원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개인의 심리적 변화 과정
을 설명해 주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적 연구
와 설문지법을 활용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지원인식은 조직 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 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지원 인식과 조직 시민행동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직시민행동이 발현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밝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외 행동을 유발시킬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조직지원인식,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심리적임파워먼트, 융·복합 시대
Abstract  To lead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organizational member’s, It needs to change the 
psychological attitude of organizations through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who recognize the 
organization's support in the convergence age. Therefore, this study establishes th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an dependent variable. Also, 
we want to analyz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i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engagement, explaining the 
psychological conversion process of individuals. The result is following ; Firs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has significant effec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Seco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have shown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Organized Citizenship 
Behavior. In addi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have been shown to be 
partial mediation effect betwee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Organized Citizenship Behavior. These 
findings reveal the specific process of Organized Citizenship Behavior.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various 
measures that can cause to the extra-role behavior of the organizationa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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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의 개인은 개인의 욕구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

기위해서, 특정조직에소속되어삶을영위하며, 조직은

이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내부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하지만조직간경쟁의강도는높아지고, 환경변화

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

과 발전을 위해서는 적합한 인적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유입된 인적자원

은 자율적 동기를 고취시켜, 개인의 동기와 능력이 조직

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동기부여 된 조직 구성원은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

아도, 조직에대한공헌과자발적인노력을보여주며, 주

어진 직무에 대한 책임을 넘어선 범위까지 수행하려 하

는데, 이러한 행동을 조직 시민 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이라고 한다.

Organ(1990)은 조직시민행동이조직의다양한자원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 운영의 효과성도 증진시킨다. 다시

말해서, 조직 구성원이 주어진 직무 요구사항 이상의 성

과를 달성하며, 타인을 도와주며, 자발적 헌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이런조직시민행동은일반적인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직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고취시키고, 이에영향을미치는변수를

실증·분석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관련 연구 분야의 주

요 과제로 등장하였다[21].

결국 개인의조직시민행동은궁극적으로조직에서주

어지는특정요인들에의해서이끌어질수있는것이다.

조직 구성원의태도를예측할수있는주요이론인사회

적교환이론에서는조직수준에조직과구성원의교환관

계에 따른 개인 직무태도의 차이, 개인 수준에서의 심리

적동기를기반으로조직구성원간의관계형성과정을

구체화하는구체적인분석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3]. 이

러한 사회적 교환 이론의 요구를 수용하고, 기존의 조직

시민행동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특성, 종업

원 태도, 공정성, 리더행동, 직무특성 등을 탈피하여, 조

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 Support)이 조직시

민행동의 선행변수로 대두되었다[5].

조직지원인식(POS :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은 ‘조직이개인의기여를가치있게여기며, 조직이종업

원 복지를 위하여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대하여 종업원

이 총체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믿음’으로, 조직에서 종업

원들이조직의정책및제도에기초하여형성할수있는

조직에대한인식이라는것이다. 즉, 조직에서개인의가

치를 인정받고 있는 구성원은 신뢰를 강화시키고, 조직

은이러한구성원의태도및행위에대한보상을교환관

계를 설정하여, 조직 및 개인의 상호간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5]. 다시말해, 조직지원인식은 조직 구

성원의태도를형성하는데주요한변수로서역할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원의 태도가 직접적인 행동

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권

한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형성하

고 있어야 한다.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구성원의 직접적인 행동을 이끌

어내기위해서는, 조직지원인식이라는조직구성원의인

식에서 시작하여, 직무와 관련된 심리적 태도를 형성시

킬 때, 조직 구성원은 역할 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이

끌어 내기 위해, 조직지원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개인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심리적 임파워

먼트와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연구분석결과는중소기업의조직구성원에게

보다효율적인조직시민행동을발휘할수있는관리지

침을 제공하여,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보다 나은 조직문

화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 본연구는

조직지원인식,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의 학술

적인 가치와 동시에 실무적 가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조직지원인식과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Eisenberger, et al.(1986)에 따르면 조직지원 인식은 ,

조직이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들의 웰빙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 조직구성원이

전반적으로 갖게 되는 믿음을 조직지원인식이라 하였다

[6]. 조직구성원들이 직무 수행에 투입한 노력과 산출된

성과에 적합한 보상을 획득하면, 조직구성원은 조직지

원을 높게 인식하며, 이는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이끌어

내고, 직무참여도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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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몰입이 높은 조직 구성원은 보상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직무외의

책임을 떠맡게 된다. 이러한 자발적 행위를 보이는 조직

구성원을훌륭한시민에비유하여 ‘조직시민(organizational

citizen)'으로, 이들의 행위를 ’조직시민행동‘이라고 한다.

조직 구성원은 개인이 투입한 보상에 대한 적절한 평

가및보상을바라고, 조직이자신에게관심을가지고있

는가, 존중해주는가를인식하고자한다. 조직의관심및

존중을 인지한 개인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상승하고,

감정적인 애착이 생기고, 목적달성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을 기대하게 된다. Shore & Wayne(1993)는 조직몰입에

비하여 조직지원인식이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예

측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21]. 또한 조직지원에대한구성원의지각은정서및유

지몰입보다조직시민행동을유발하는요인으로역할

이크다. 즉, 조직시민행동이사회교환이론을이해하는데

보다 강력한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다는 Organ(1990)의

관점과도 일치하고 있다[21].

2.2 조직지원인식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
조직지원인식은구성원에대한조직의태도를구성원

이지각하는데초점을둔개념이다. 또한, 조직과의관계

에 기초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조직몰입과 달리, 조

직에대한구성원의몰입에비하여조직지원인식은역으

로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몰입을 의미한다[16].

Shorer &Wayne(1993)은 조직의입장에서개인의지

각된조직지원은조직구성원이조직의목표를달성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행동을 하도록 하고,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무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20]. 또한 조직구성원이인식한조직지원은회사

의 인원 감축이나 합병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정서를 감소시킨다[7].

조직이자신을지원한다고인식한직원들은조직구성

원으로서의 행동을 보여, 조직의 후원에 대한 보답차원

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을 임파워

먼트시켜그들의동료들과상사들에게전략적인차원에

서 대화에 참여하게 하며, 서비스 수행 접점에서에서 책

임감을 가지게 하고, 부가적 역할 수행에서도 고객의 욕

구나 불만에 더욱잘대응한다[23]. Corsun & Enz(1999)

는 동료 및 고객의 지원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또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리적 지원과 통제가 구성원들이 스

스로 영향력이 있다고 지각할 수 있다[3].

2.3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입의 관계
Copanzano, Howes, Grandey & Toth(1997)는 조직지

원인식이 조직시민행동, 종업원 이직, 직무만족, 직무몰

입, 조직몰입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4], Randall,

Cropanzano, Bormamn & Birjulin(1999)는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과업수행,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14].

Eisenberger, et, al., (1986)은 조직구성이조직으로부

터칭찬이나인정을받게되면보다조직에몰입하게되

며, 직무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6]. 또한,

조직구성원이조직지원을인식하면, 이직의도는낮아지

며, 조직몰입, 직무수행능력, 근면성, 혁신적 제안 등은

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조직이보다지원적이라고

인식할 경우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ayne, Shore & Linden(1997)은 조직지원인식 정도

별로 몰입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조직지원인식과 조

직몰입은긍정적인인과관계가있음을규명하였으며, 조

직지원인식은 조직몰입 이상으로 시민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23].

이상의연구결과들을종합하면, 조직 구성원은조직의

지원과지지에대해조직에공헌하고자하는협력의지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높은 조직몰입으로 연계 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2.4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의 관계
임파워먼트(Empowrement)는 조직에 존재하는 파워

를 공유하고, 권한을 재분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다. 하지만 임파워먼트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접근 방법

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임파워먼트는 다양한 개념들

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본직적인 개념을 단일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20].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수준에서 권한 및 책임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임파워먼트와는 구분된다[12].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은 개인은 자기 효능감이 높고,

자율 결정권에 대한 지각이 높아, 솔선수범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조직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려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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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 또한 성공적인직무수행을위한노력을하고, 주

도적이고 도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Thomas & Velthous(1990)는 심리적으로 임파워먼트

된 개인은 과업에 대한 집중력과 탄력성이 증대되고 업

무처리의 주도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20]. 주도성의 증

대는 개인 직무에 대한 의미성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조직 몰입도가 상승한다.

2.5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Spreitzer(1995)는 종업원들이 임파워먼트 되는 것을

업무의의미, 업무역량, 재량권한및영향력의업무와관

련한 4차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정의하

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인지적 변화는 자신

에게 부여된 업무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내재적인 동

기를증가시키게되며보다능동적인업무태도를형성하

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하였다[19].

조직이 공정한 보상, 구성원에 대한 신뢰, 심리적 계

약관계의준수, 배려적인리더십, 만족스런직무등의다

양하고적절한보상을제공할때, 구성원들은사회적교환

이론에 근거한 상호호혜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

에 따라, 보상에대한보답의의무감을갖게되고, 의무감

을 수행하는 방안 중 한가지로 조직시민행동을 보이게

된다[21].

즉 심리적으로 임파워 된 조직구성원은 과업과 관련

된의미성, 자기효능감, 자율성등과같은긍정적심리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은 궁극적으로 조

직시민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직무에 대해 자기 효능감

을가진개인은, 직무에대해가치와의미를부여하고, 자

율권을 확보하여 심리적인 역량을 강화시킨다. 심리적

역량의강화는개인의능력및조직이나직무에대한애

착을 고취시켜,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하게 된다[22].

2.6 조직 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직무태도 관련 변수들이

조직시민행동에영향을미치는선행변수이거나, 여타의

다른변수들의종속변수로서같은선상에서의연구가대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 변수들은 어

느한변수가다른변수의선행변수혹은결과변수가아

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13]. 특히, 여타의 다른 변수들로부터 동시에 영향을 받

는 변수라는 점은, 조직시민행동이 직무태도 변수에 영

향을미치는변수임을배제할수없게하는분명한이유

이기도하다. Podsakoff & MacKenzie(1997)은 조직시민

행동이 직무만족에 선행하는 변수임을 밝혔다[13]. 또한

국내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이라는 암묵적이 주장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90년대후반에들어서조직시민행동에의해영

향을 받는 조직의 양적, 질적 효과성 모두를 재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긍정적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3. 연구 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

여,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며, 이들 변수들의 관계에서 조직몰입과 심리적 임파

워먼트가어떠한매개역할을하는지실증검증을통해분

석하고자, 다음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변수를 조직지원인식으로 설정하였

고, 조직시민행동을종속변수로설정하고, 조직몰입과심

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이상의 논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조직지원인식은조직시민행동에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조직지원인식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조직지원인식은심리적임파워먼트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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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심리적임파워먼트는조직시민행동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조직몰입은 조직지원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7)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지원인식과 조직시

민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 연구의 설계
4.1 표본의 구성
4.1.1 표본 추출방법
본연구를위해서대구·경북지역의제조업기반의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배포및회수하였으

며,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82부를 회수하였으

며, 과도한오류가있는설문지를제외하고 272부를 IBM

SPSS 21 및 AMOS 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ategory N Percentage

sex
male 218 80.1
female 54 19.9

age

under 25 19 7.0
under 35 155 57.0
under 45 71 26.1
under 55 21 7.7
over 55 6 2.2

academic
ability

a high school graduate 77 28.3
college graduate 17 6.3
a university graduate 175 64.3
graduate school 3 1.1

position

member of the staff 108 39.7
section chief 77 28.3
senior manager 31 11.4
general manager 44 16.2
executive 12 4.4

tenure
over 10

1 ∼ 3 12 4.4
3 ∼ 5 126 46.3
5 ∼ 7 48 17.6
7 ∼ 10 57 21.0
over 10 41 15.1

married
single 129 47.4
married 143 52.6

<Table 1> Structure of the sample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4.2.1 조직지원인식
조직지원인식은조직과의가치일치적관계에기초하

고 있는 정서적 애착심(affective attachment) 뿐만 아니

라, 조직이 주는 보상에 기초한 계산적 몰입(calculative

involvement)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인태도로 정의한

다. 즉,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호의

적이고후원적인성향을보이는정도를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것을의미한다. 이를측정하기위해Eisenberger.

et. al.,(1990)이 개발한 SPOS(Survey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의 척도를 토대로 Shanock &

Eisenberger(2006)에 의해 축약된 6개의 설문문항을 사

용하여,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다[5, 15]. 이는몇몇연구자들이권유하

는 것처럼, 조직지원 인식을 측정할 때 응답자들이 설문

응답에주의와의지를높일수있도록하기위해서조직

지원인식의 전체 설문문항을 사용하기보다 핵심적인 문

항만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4.2.2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Spreitzer(1995a,1996)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4개차원의개념인의미성, 역량, 자기결정

성, 영향력으로 정의한다[18, 19]. 즉, 심리적 임파워먼트

는 자신의 과업 역할과 관련하여 개인들이 지향하는 것

을반영하는네가지요소의집합으로서내적과업동기

를 증가시키는 과정이다. 측정도구는 Spreitzer(1995a)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4개의 구성요소 각각 3개 문항을 사

용하여, Likert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18].

4.2.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개인과 조직체의 심리적인 일체감의 한

형태로 정의되며, Mowday. et. el., (1979)이 개발한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척도를

이용하였다[10]. 이러한조직몰입의문항은 “우리회사는

한 번 일해 볼만한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진심으로우리회사의장래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다”

와같은 6개의항목으로리커트스타일의 5점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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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조직시민행동
리더의 행동은 부하들로 하여금 조직이나 집단의 목

적과 사명을 수용하도록 의식을 고양시킨다. 이 고양된

의식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도록 하고

조직시민행동으로 나타난다. 조직의 유효성이나 효율성

을 증진시키는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 즉 체화된 보상체

계나규정된압력에의해서가아닌구성원들의자발적인

집합이다. Bateman & Organ(1983)은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를 이타심, 양심성, 예의성, 시민정신, 스포츠맨

십등다섯가지를제시하였다[1]. 본연구는조직시민행

동의 구성요소를 Bateman & Organ(1983)의 연구에서

사용된, 14개의문항을사용하여, Likert의 5점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2].

5. 실증분석
5.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연구의실증분석에앞서먼저, 신뢰성검증과타당

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이란측정결과에대한정확성, 일관

성, 의존가능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써, 동일한개념에대해서측정을반복할때일정한결과

를얻을가능성을말한다. 신뢰성계수는모두 0.6 이상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뢰성계수 값이 0.6 이상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Variables Factors
Ques
tions

Cron
bach's α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6 .898

Psychological
Empowerment

Meaning 3 .927
Competence 3 .885
Self-determination 3 .870
Impact 3 .935

Organizational Commitment 5 .863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ltruism 3 .805
Conscientiousness 3 .833
Courtesy 2 .790
Civic virtue 4 .803
Sportsmanship 2 .611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또한, 본연구에서는확인요인분석을 통해서, 측정도

구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

정항목 간의 판별타당성과 수렴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

증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임

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였다. 일

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이 탐색석 요인분석방법

보다 단일차원성 검정에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각 측

정변수들에대한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자료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χ2, GFI, CFI, NFI, RMR 값

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판별타당성(discriminantvalidity)

은 AVE 값이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

하는지여부를검토하였다(Fornell and Larcker,1981). 이

평가에서 상관계수 제곱 값이 모두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Factors
Factor
Loading

T S.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 1 .889 12.059*** .074
POS 2 1.055 14.111*** 0.75
POS 3 1.087 14.061*** .077
POS 4 .944 12.977*** .073
POS 5 1.119 13.939*** .080
POS 6 1.000

Psychological
Empowerment

Meaning 1.000
Competence .941 17.497*** .054
Self-determination 1.000 18.372*** .054
Impact 1.056 16.682*** 0.63

Organizational
Commitment

OC 1 .724 12.506*** .066
OC 2 1.053 13.941*** .091
OC 3 .938 11.515*** .067
OC 4 .902 10.985*** .072
OC 5 1.000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ltruism 1.000
Conscientiousness 1.122 12.787*** .088
Courtesy .962 11.298*** .085
Civic virtue 1.116 13.217*** .084
Sportsmanship 1.005 10.727*** .094

Model Fit
χ2=1631.365***,
GFI=0.851, CFI=0.926, NFI=0.900, RMR=0.044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1 2 3 4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689 .458 .536 .342

Psychological
Empowerment

.677 .812 .284 .392

Organizational
Commitment

.732 .533 .608 .386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585 .626 .621 .779

under the diagonal is coefficient of correlation, diagonal is the
EVA, over the diagonal is coefficient of correlation’s square

<Table 4> Coefficient of Correlation and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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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tandard error AVE C.R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1 0.702 0.315

0.930 0.689

2 0.794 0.248
3 0.792 0.268
4 0.759 0.265
5 0.804 0.272
6 0.780 0.249

Psychological
Empowerment

1 0.839 0.182

0.945 0.812
2 0.845 0.153
3 0.888 0.120
4 0.834 0.218

Organizational
Commitment

1 0.668 0.353

0.884 0.606
2 0.720 0.592
3 0.870 0.162
4 0.778 0.305
5 0.749 0.463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1 0.771 0.128

0.946 0.779
2 0.787 0.140
3 0.738 0.155
4 0.781 0.133
5 0.652 0.236

<Table 5> Construct Reliability and AVE

4.3 구조모형 분석 결과
4.3.1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
변인들간의관계를살펴보는구조모형에대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구조모형의적합도는 χ2=288.913,

df=164, p=.000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은 값이 크

면모델이데이터에적합하지않다는결론이도출되지만,

사례수에민감한특성이있기때문에그외다른적합도

지수를 참조하여 판단하였다. 모델을 채택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적합지수(GFI), 비교적

합도지수(CFI), 표준적합도지수(NFI)는 0.9이상, RMR은

0.05이하로 나타나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인정한다. 하

지만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판단 기준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므로, 전반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도는 GFI=0.955, CFI=0.962,

NFI=0.918, RMR=0.028로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으로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χ2 df p GFI CFI NFI RMR

289.786 165 .000 .905 .963 .918 .028

<Table 6> Model Fit

[Fig. 2]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4.4 가설의 검정
가설 1의 검증 결과,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0.020, p>.05). 따라서가설 1은기각되었다. 추가분

석으로, 매개변수를제외한분석결과, 조직지원인식은조

직시민행동의각하위변수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이타심 : β=0.563, p<.001, 양심성 : β

=0.577, p<.001, 예의성 : β=0.455, p<.001, 시민정신 : β

=0.619, p<.001, 스포츠맨십 : β=0.545, p<.001).

가설 2의검증결과, 조직지원인식은조직몰입에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896,

p<.001).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3의검증결과, 조직지원인식은심리적임파워먼

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728, p<.001).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4의 검증결과,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16,

p<.001). 따라서 가설 4은 채택되었다.

가설 5의 검증결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시민행

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258, p<.001).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4.4.1 매개효과 검증
(1) 가설 6의 검증 결과

조직지원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조직몰입

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에 대한 몰입도

를 향상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구제척인 역할 외 행동

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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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직구성원이조직이자신에게관심을가지고있

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을 유

발하기도하지만, 조직몰입도를향상시키고, 이를통해

서행동을나타내는것이기도하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

의 역할 외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조직지원인식

과조직몰입도를동시에향상시킬수있는방안이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2) 가설 7의 검증 결과

조직지원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

파워먼트는부분매개효과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

는 개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일수 있는 방안은 조

직지원인식을향상시키는것이며, 이러한방안은조직시

민행동을유발하여, 조직구성원의다양한역할을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section
Mediation
Effect

P

Hypothesis 6

POS → OC → OCB 3.891 0.001

Hypothesis 7

POS → PE → OCB 4.523 0.001

P<0.001 : *** P<0.01 : ** P<0.05 :　*　

<Table 9> The Result of Sobel-test

Step Rout
Standard
Coefficient

t-value P

1step

POS → OCB 0.582 8.120*** Accepted
χ2=101.935***, GFI=0.936, CFI=0.962, NFI=0.937, RMR=0.022
POS → OC 0.732 9.814*** Accepted
χ2=76.487***, GFI=0.951, CFI=0.980, NFI=0.955, RMR=0.024
OC → OCB 0.619 8.297*** Accepted
χ2=99.096***, GFI=0.932, CFI=0.952, NFI=0.929, RMR=0.032

2step

POS → OCB 0.282 3.009** Accepted
(Partial
Mediation)

POS → OC 0.732 9.798***
OC → OCB 0.413 4.234***
χ2=191.597***, GFI=0.920, CFI=0.962, NFI=0.924, RMR=0.027

Independent Dependent Mediation Direct Indirect Total
POS OCB OC .685 .046 .731

P<0.001 : *** P<0.01 : ** P<0.05 :　*　
POS :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C : Organizational Commitment, OCB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able 7> Result of Hypothesis 8

Step Rout
Standard
Coefficient

t-value P

1step

POS→ OCB 0.582 8.120*** Accepted
χ2=101.935***, GFI=0.936, CFI=0.962, NFI=0.937, RMR=0.022
POS → PE 0.677 10.184*** Accepted
χ2=79.572**, GFI=0.944, CFI=0.974, NFI=0.956, RMR=0.021
PE → OCB 0.624 9.022*** Accepted
χ2=75.057***, GFI=0.942, CFI=0.966, NFI=0.950, RMR=0.017

2step

POS → OCB 0.295 3.559*** Accepted
(Partial
Mediation)

POS → PE 0.677 10.181***
PE → OCB 0.425 3.559***
χ2=191.597***, GFI=0.920, CFI=0.962, NFI=0.924, RMR=0.027

Independent Dependent Mediation Direct Indirect Total
POS OCB PE .685 .046 .731

P<0.001 : *** P<0.01 : ** P<0.05 :　*　
POS :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E : Psychological Empowerment, OCB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able 8> Result of Hypothesi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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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6.1.2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조직 지원인식을 선정하고, 또한 조직지

원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와 조직몰입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 문헌 고찰을 통한 연구 모형 및 가설을 도출하고, 설

문지법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의제조업기반의중소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

하였으며, 총 272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를 제외한

분석결과,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시민행동의 각 하위변수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매개변수가 투입되어 완전 매개 역할을 함는 것으

로볼수있다. 실증분석의결과로가설은기각되었으나,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조직지원인식은조직몰입에유의미한영향을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조직구성원이개인이속한

조직이 구성원들의 복지와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

성원의기여를가치있게여기는것등을인식하여, 조직

에 대한 총제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되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보다 만족하며, 조직이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

을 시사하는 바이다.

셋째, 조직지원인식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구성원이 조

직의지원을인식하면, 조직구성원으로서의행동을보이

며, 조직의 지원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의무감을 수행하

게 되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을 임파워먼트 시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전략적인 대화를 하게하며, 부가적인 역

할 수행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게 한다.

넷째, 조직몰입은조직시민행동에유의미한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인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

이조직을자신과동일시하게되면, 이는 가시적인성과

를 나타나게 하며, 구체적인 조직시민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구성원이 자신

의 직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인

식하고, 동시에동기부여되어있을때, 조직내에서자율

적인 권한을 지닌 조직 시민(Organization Citizen)으로

써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조직지원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조

직몰입은부분매개효과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

한결과는조직구성원의조직지원인식은조직에대한몰

입도를 향상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구제척인 역할 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직 구성원이 조직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인식하는것은, 직접적으로조직시민행동을유발하

기도하지만, 조직몰입도를향상시키고, 이를통해서행

동을나타내는것이기도하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역

할외행동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조직지원인식과조직

몰입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조직지원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심

리적 임파워먼트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개인의심리적임파워먼트를높일수있는방

안은조직지원인식을향상시키는것이며, 이러한방안은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하여,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의 조직구성원에게 보다

효율적인 조직시민행동을 발휘 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조직을 활성화 시켜 보다 나은 조직문화를 창

출하고, 궁극적으로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방안을마련

에 이바지 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조직시민행동과관련된연구들은원인변

수와의직접적인연관성만을제시하고자하였다. 하지만,

조직시민행동은 실제로 조직구성원이 행위를 하는 개념

으로써, 행위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식

하는 조직의 지원이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하는 메커니즘

으로, 심리적임파워먼트와조직몰입을제시함으로써, 조

직시민행동 본질적인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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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교환이론에 밑바탕을 두고 있는 조직지

원인식이실질적인조직시민행동을유발할수있음을실

증 연구를 통해 밝힘으로써, 개인이 조직에 희생하기 위

해서는 조직이 먼저 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인식시

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조직지원인식은 구성원

에 대한 조직의 태도를 구성원이 지각하는데 초점을 둔

개념이다. 따라서이러한지각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

안의 마련이 궁극적으로 역할 외 행동으로 확대됨을 시

사하고 있다.

셋째, 심리적임파워먼트와조직몰입의매개효과를밝

힘으로써, 조직시민행동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보다 다양

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임파

워먼트를나타내는, 심리적임파워먼트는개인의다양한

역할에 책임감을 부여하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조직지원인식을 통해서

개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것은 조직시민

행동을 유발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종사자들의역할외행동을유발시키기위

해서는, 조직에서 개인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

며,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를 인식시키는 전략적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다양

한 정책적 지원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원하고 있는 방

안을 조직 구성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개인의 업무 수

행능력을향상시킬수있다. 특히, 개인이조직의몰입할

수있는환경과스스로권한과책임을수행할수있는다

양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조직의 지원을 인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종업원 관리지침이 될 수 있다.

둘째, 조직의 지원 정책은 개인의 임파워먼트와 조직

의몰입도를향상시킬수있는방안이다. 몰입도가높고,

임파워된 조직 구성원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받아드리며, 이는 궁극적으로기업의활성화

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연구결과에도, 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점

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의제한에있다. 설문조사대상을대구·

경북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진행함으로써, 일반

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동일한 연구를

타 지역에 적용하여 진행함으로써 일반화 시켜야 할 필

요성이 있다.

둘째, 보다 다양한 매개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

다. 조직 유효성 및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보다 다양하게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필요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일정 시점의 횡단적 연구이므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결과의적용에한계가있다. 즉, 조직지원인식에관

한정책을마련하고, 이를수행하여, 결과의달라짐을확

인한다면보다구체적인결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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