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시장상황과 변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 을 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 다양한 활

동을 행하고 있다. 다국 기업들은 사회 으로 책임 있

는 기업이라는 인상을 주기 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고[1],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사회 이슈로 거론되기 시작했

다[2]. 나아가 CSR은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과업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활동의 하나로서 략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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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카지노직원의 사회 책임활동(CSR)과 직무만족도 계에서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국내 소재 4개 카지노직원 35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다 회귀분석과 Sobel test

를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 다. CSR 참여에 해 직원의 CSR 참여횟수, 직원의 기부 액, 조직의 CSR 시행횟수, 조직의

CSR 진정성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조직동일시 직무만족도 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의 CSR 진정성과 직무만족도 계에

서 조직동일시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남성일수록, 교육수 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카지

노직원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기업의 진정성 있는 CSR 참여와 카지노직

원의 특성을 고려한 CSR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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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job satisfaction of casino employee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354 

employees of four casinos in Korea and conduc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 Sobel test. The number of 

CSR participation by employees, the amount of donation by employees, the number of CSR implementation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authenticity of the organization's CSR are categorized into the CSR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show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SR authenticity and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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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으로 여겨지고있다[3].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후

반부터 기업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어 국내기업의 CSR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4-6].

CSR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직원들의 기부나 사 등

직 참여를 권장하며 체계 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CSR에 한 종업원 직 참여경험이

기업에 한 소속감 혹은 기업과 업무자체에 한 몰입

감 향상 등 정 인 태도형성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

다[7].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직원이 참여하

게 함으로써 종업원의 사회공헌활동에 한인지도를 높

이고, 자기가 속한 기업에 한 정 인 태도를 갖게 하

여, 결국 이런 변화로 인해기업 생산성 향상의 성과까지

거둘수 있다[8]. 한직원들이 가지게 되는 기업내부 이

미지가 정 일 때 조직에 한 소속감이나 직무에

한 자부심, 동기부여 등 정 인 효과로 이어져 고객서

비스의 질 부분이 향상되는 등 조직 반의 고른 성장

에 향력이 생겨 기업성과로 연결된다[9].

CSR과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CSR이 외부마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10-12], CSR이 재무 성과

를 가져온다는 연구[13], CSR이 직원의 행동과 태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14,15]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의 공

통 은 우선 CSR이소비자의태도, 신뢰, 일체감 등과 같

은 인지 인 면에 많은 향을 미쳐 소비자 기업 선호도

와 기업 제품의 이미지, 구매행동, 기업평 과 충성도

에 향을 미치는 한편 조직의내부마 에도 효과 이

라는 이다. 한 가지 요한 연구의 공통 심사가

CSR 수행의 결과가 기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있다는 이다. 즉 부분의 CSR 련 연구는CSR 수행

이 직원들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슈들을

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은 기업 CSR

수행과 직원들의 태도 혹은 행동 반응 사이의 연 성

에 해지속 심을기울이고 있으나[16] 주로직원들

의 능동 이고 직 인 참여가 아닌 수동 참여와 기

업의 CSR 결과에따른 반응만 찰해 온 한계를 보 다.

한편카지노 산업은 카지노 게임 시설 뿐아니라 다양

한 볼거리와 테마 크, 컨벤션 센터 등 복합리조트의 형

태로 변화하고 발 해 왔다. 재 카지노 산업은 이용객

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여가를제공함으로써 산업

하나로 인정받으며 제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17].

2018년 재 외국인 용 16개, 내국인 출입가능 1개 업

체가 국내에서 카지노업 허가를 받고 업 이며, 2017

년 한 해 동안 533만 명이 이용하 고 연평균 5.2%의 성

장률을 보이고 있다[18].

그러나 세계 산업의 한 축을 차지한다는 정

인 면과 함께 도박 독과 같은 사회 문제를 양산하

는 부정 의미의 도박 사업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카지노 산업이야말로 부정 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

때 CSR의 역할은 상당히 요하다[19]. 카지노산업의 발

과정에 있어 바람직한 사회 계가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20], 그 CSR이 사회 계를형성할 수있

는 핵심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21]. 특히 카지노직원의

경우, 카지노 직원(Frontline Employees)의 직무 특

성상 고객에게 받는 스트 스와 도박 독 등과 같은 자

신의 직무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인한 죄책감 등으로 내

갈등요소들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직원들의 이러

한 내 갈등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CSR 수

행을 제시하 고, CSR 수행을 통해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한 자 심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주로 타 기업의 종사자를 상으로 CSR 참여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카지노 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

[22,23]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으로 부정 이미지를 가진 카지노 산업과 타 산

업의 CSR 역할의 차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CSR 수행이

카지노직원 개인에게 어떠한 정 인 역할을 하는지 구

체 으로 실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카지노 기업의

CSR 수행에 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카지노직원의 조

직동일시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2. 론적 배경 및 연 가  정 

2.1 론적 배경 

2.1.1 사회적 책 활동(CSR) 

사회 책임활동(CSR)이란 우리 사회의 목표나 가치

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수행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이다

[24]. CSR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의는

Carroll[25]의 CSR 4차원 개념으로, 기업은 경제 책임,

법 책임, 윤리 책임, 재량 책임이 있음을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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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을 통해 조직의 명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고객

의 유치와 유지를 통해 기업에 장기 인 이득을 가져다

주므로 CSR은 평 자본(評判資本)으로작용한다는 것이

다[26]. 기업의 CSR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원이

직 CSR에참여할수록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에

하여 정 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직원의 경우 사회

공헌활동에 더 극 으로 참여한다고 제시한다[28,29].

한 직원들의 직 인 참여가 오히려사회 책임활동

뿐만 아니라 기업자체에 한 태도나 평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 한다[8,30,31].

이러한 CSR의 구체 인 내용은 Table 1과 같이 기부

활동, 기업이 주도하는 활동, 소비자의 참여를 통한 로

그램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부분 직원의 직

인 CSR 참여와 직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CSR을 주제

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Researcher Contents

Price et al.[32] Authenticity of CSR

Schwartz et al.[33] Active participation of CSR

Jooah Ahn et al.[34]
Public service activity
Donation Sponsorship Activities
Volunteer activity

Kim Ji-Hae[7]
Participation in CSR
Donated amount

Table 1. Contents of CSR

2.1.2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직무만족도의 최 연구자인 Hoppock[35]는 직무만

족도란 조직의 종사원들이 느끼는 심리 , 생리 , 환경

상황의 결합상태”라고 정의했다. 일반 으로 직무만

족도의 개념은 추상 이며 주 이며 이에 한 근원은

개인의 감정 , 인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다수

의 학자들은 동의한다[36]. Herzberg[37]에 의하면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요인(동기요인)과 직무불만족을 가져오

는 요인( 생요인)은 각각 다르며, 동기요인은 성취감과

직무의 책임감, 승진기회, 인정, 직무자체의 만족 등의 5

가지이고, 생요인은 기업방침과 행정 리, 월 직

무조건, 직무보장, 감독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직무는 조직과 한 련성이 있으며, 직무에

한 부정 인 태도는 조직이나 개인모두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래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이자신의 직무

에 만족하는 것은 개인 측면에서 업무의 성과를 높이

고 조직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높여 결과 으로 조직

발 과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38]. 그런데 카지노직원은

타 직종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

사 다[39]. 카지노 기업은 인 자원의 의존도가 높기 때

문에 직무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은 매우 요한 과업이다[40].

카지노 기업에서 직무만족도가 요시 되고 있는 이

유는, 상품인 서비스가 직원과 고객이 만나는 동시에 생

산되고 소비되고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직원의스트 스와 피로가 증가하게 된다[41].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 이고 효율 인 서비스를 기 하기 해

서는 직원의 직무만족은 필요 요인이 된다[42].

Du 등[43]은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은 직원의 의식,

귀속, 태도, 신뢰에 향을 다고 하 고, 김일수[ 44]는

CSR을 통해 기업 충성심과 업무 자신감을 제고시켜 직

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한편으로 CSR이 직원의

생산성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직무만족도에

정 향을 미친다고 했다. Aguilera 등[45]은 CSR이

직원들이 느끼는 기업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직무만족

도, 몰입, 이직, 직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다는 것

을 밝혔다. Babin 등[46]의 연구에서는 직원들의 CSR 인

지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Ching 등[47]은 CSR과 직무만족의 계가 정 이며,

기업의 CSR 여도가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더욱 높아

진다는 것을 규명하 다.

2.1.3 조직동 시(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조직동일시는 개인이 자신을 조직의 공통된 특성이나

장단 ,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것으로 지각함으로써 조

직과의 운명을 공유하고 조직과 자신이 심리 으로 상호

어우러져 있는 동일성 지각”이라고 정의한다[48,49]. 일

반 으로 조직동일시는 조직에 한 소속감을 갖게 하고

조직효율성을 추구하게 하는 등 조직행동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가 된다. 조직동일시는 조직을 지원하는 친사

회 행동이나 직무에 한 여도를 높이는 반면 조직

동일시가 약할 경우 역할에서 벗어나거나 조직을 탈퇴할

의사를 갖게 된다[50,51]. 구성원이 조직을 동일시할 때,

조직에 일체감이나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을 그 조직에

일체화시켜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것으로 지각하

게 되며 이것은 개인의 만족도와 조직성과까지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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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2].

사회의 개인은 부분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조직동일시 개념은 더욱 요해지고 있다. 실

제로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해 조직동일

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이 어려운 상황에 처

해도 조직동일시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것으로 조사되

었다[53].

한편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CSR)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동일시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실증되었다[54,55].

한 Carmeli 등[56]은조직동일시에 지각된 사회 책임과

개발 지각된 시장과 재정 수행이 향 요인임을 제

시했다.

Ashforth & Meal[52]에 의하면, 조직구성원들은 사회

으로 평 이 좋은 조직에 소속된 것에 해 자부심을

가지고 조직 명성의 후 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CSR

은 조직동일시를 향상시키는 정 인 요소로, 구체 으

로 CSR 수행이 특히 강한 상 계를 보인다[57]. 따라

서 CSR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기업을 좋은 기

업으로 인식하고, 조직 상이 높은 조직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존감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2.2 연 가  정 

CSR이 조직동일시를 매개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의 경로를 검증하는데 있어, 구체 인 연구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1) CSR은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CSR은 조직동일시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CSR과 직무만족도의 계에서 조직동일시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 연 방법 

3.1 연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해 국내 소재 4개 카지노 직원 35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기 해 SPSS 23.0 Package를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 으며 카지노직원의 CSR과 직무

만족도 계에서 조직동일시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

막으로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3.2 변수측정 

3.2.1 독립변수: 사회적 책 활동(CSR) 

CSR을 측정하기 해 Price 등[32], Schwartz 등[33],

김지혜[7]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Table 2와 같

이 구성하 다. 카지노직원의 CSR 참여, 기부 액, 그리

고 카지노직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CSR 시행, 진정성 등

의 4가지 문항을 설문에 활용하 다.

Question Content

Number and frequency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mplemented in
the past year

1)0 2)once a year
3)once a 3-4 months
4)once a 2 months
5)almost all

The amount donated to the
company during the past year for
helping the poor and neighbors in
the year-end

1)0 2)less than 5
3)6-10 4)11-15
5)16 or more
(million won)

Employee's perception of the
frequency of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per a year)

1)1 or under 2)2-5
3)6-9 4)10-13
5)14 or more

Recognizing authenticity in the
ethical dimension of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1)very bad 2)bad
3)average 4) good
5)very good

Table 2. Measurement of CSR

3.2.2 종 변수: 직무만족도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도록 김소 [36]의 직무만족

도 척도를수정 보완하여 활용하 고. 설문문항은 5 척

도(①매우 그 지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설문문항은 1)수행

하고 있는 직무에 반 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이에

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 2)직무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노

력을 기울이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3)직무 수행에 성

취감을 느끼며 재의 임 은 내 능력에 비해 만족한다

고 생각한다. 4)복지제도에 만족하며능력을 발휘하고 있

다. 5)승진제도에 만족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6)내

가 하는 업무를 동료에게 극 으로 추진할 수 있다.”로

구성하 다. 본 연구의 직무만족도의 신뢰도 계수는 .872

로 나타났고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공통성은 0.4이

상이며 1개의 요인이 분산의 61.3%를 설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3 매개변수: 조직동 시 

윤종운[58]과 조 환[59]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직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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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한 6개 문항에 해 5 척도(①매우 그 지 않

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설문문항은 1)나는 외부사람들로부터

회사에 한 칭찬을 들으면 개인 인 칭찬을 받은 느낌

이든다. 2)나는 회사에 해말할때 우리 회사라는표

을 쓴다. 3) 매체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보도를 하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 4)나는 회사가 잘되

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5)외부사람

들이 회사를 비난하면 나는 개인 인 모욕을 받는 것처

럼 느낀다. 6)나는 외부사람이 우리 회사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이 많다.”로 구성하 고 3)과 5)는 역코

딩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본 자료에서 사용된 조직동

일시의 신뢰도 계수는 .727이었고,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공통성이 0.4이상이며 1개의 요인이 분산의

5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4 통제변수: 조직동 시( 별, 연령, 학력, 결

혼상태, 금, 종 ) 

직무만족도 조직동일시와 련된 선행연구 결과들

[60-62]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임 (월 ), 종교로 설정하고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sex
1) male
2) female

age
1) 20-29 2) 30-39
3) 40-49 4) 50 or more

education
1) college or under
2) university or more

marital
status

1) no spouse
2) spouse

salary
(million won)

1) less than 200 2) 200-299
3) 300-399 4) 400-499 5) 500 or more

religious status
0) no religion
1) religion

Table 3. Measurement of Control Variables

4. 연 결과 

4.1 연 대상  반적 특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임 , 종교 등이 포함되며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haracteristic N %

sex
(354)

male 150 42.4

female 204 57.6

age
(354)

20-29 63 17.8

30-39 195 55.1

40-49 80 22.6

50 or more 16 4.5

education
(350)

college or under 73 20.9

university or more 277 79.1

marital status
(354)

no spouse 191 54.0

spouse 163 46.0

salary
(354)

less than 200 36 10.2

200-299 110 31.1

300-399 105 29.7

400-499 47 13.3

500 or more 56 15.8

religious status
(353)

no religion 185 52.4

religion 168 47.6

Table 4. Basic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4.2 카지노직원  CSR과 직무만족도  계 

Table 5는 카지노직원의 CSR과 직무만족도의 계를

검증한 것이다. 통제변수 임 (β=.177, p=.002)과 종교

(β=.141, p=.005)가, 그리고 CSR 조직의 CSR 시행에

한 인식(β=-.225, p=.000), CSR에 한 진정성(β=.277,

p=.000)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향 요인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즉 임 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조직이

CSR 시행을 게 한다고 인식할수록, CSR이 진정성 있

다고 느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variable B S.E. β(sig)

sex -1.018 .473 -.113

age .107 .346 .018

education .756 .555 .069

marital status -.201 .500 -.023

salary .649 .210 .177**

religious status 1.259 .446 .141**

CSR participation -.100 .229 -.023

donation amount .270 .189 .079

social contribution enforcement -.733 .181 -.225***

authenticity of CSR 1.220 .243 .277***

*** p<.001, ** p<.01, * p<.05

Table 5. CSR on Job Satisfaction

4.3 카지노직원  CSR과 조직동 시  계 

Table 6은 카지노직원의 CSR과 조직동일시의 계를

검증한 것이다. 통제변수 학력(β=.113, p=.035)이, 그

리고 CSR CSR에 한 진정성(β=.227, p=.000)이 직

무만족도에 유의한 향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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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일수록, CSR이 진정성 있다고 인식할수록 조직동

일시를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ariable B S.E. β(sig)

sex .013 .085 .008

age .022 .022 .022

education .062 .113 .113*

marital status .211 .028 .028

salary .099 .104 .104

religious status .042 .087 .087

CSR participation .090 .096 .096

donation amount .065 -.074 -.074

social contribution enforcement .038 -.046 -.046

authenticity of CSR .131 .227 .227***

*** p<.001, ** p<.01, * p<.05

Table 6. CSR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4.4 CSR과 직무만족도  계에  카지노직원  

조직동 시  매개효과 검

Table 7은 카지노직원의 CSR과 직무만족도 계에서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통제변수

성별(β=-.117, p=.011)이, 임 (β=.129, p=.011)과 종교(β

=.101, p=.022)가, CSR 카지노직원의 기부 액(β

=.114, p=.020), 조직의 CSR 시행(β=-.204, p=.000), CSR

에 한 진정성(β=.172, p=.001)이, 그리고매개변수인 조

직동일시(β=.465, p=.000)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향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성일수록, 임 이 높을

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기부 액이 많을수록, 조직이

CSR 시행을 게 한다고 인식할수록, CSR이 진정성 있

다고 느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variable B S.E. β(sig)

sex -1.053 .413 -.117*

age .047 .302 .008

education .179 .487 .016

marital status -.316 .437 -.035

salary .472 .184 .129*

religious status .900 .390 .101*

CSR participation -.297 .200 -.067

donation amount .388 .165 .114*

social contribution enforcement -.663 .158 -.204***

authenticity of CSR .757 .216 .172**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2.738 .265 .465***

*** p<.001, ** p<.01, * p<.05

Table 7. CSR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n 

Job Satisfaction

Table 8은 조직동일시가 CSR(조직의 CSR 진정성)과

직무만족도 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매개효과 검증을 한 Sobel test 결과

Z=4.515(p=.000)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DV(job satisfaction)
IV→
DV

IV→
MV

IV, MV→
DV

IV authenticity of CSR .277*** .227*** .172**

MV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465***

*** p<.001, ** p<.01, * p<.05

Table 8.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5. 결론 및 논  

5.1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사회 책임활동(CSR)이 카지노직

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이 계에

서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해 국내 소재 4개 카지노직원 354명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으며 분석된 결과에 따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CSR과 직무만족도 계에서 향요인을살펴본

결과, 조직의 CSR 시행에 한 진정성이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SR과 직무만족

도의 상 계를 검증한 연구결과들[44-47]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카지노직원의 임 , 종교가 향요인인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 고임 일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직

무만족도가 높다는 은 Herzberg[37]의 동기- 생이론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CSR과 조직동일시 계에서 향요인을살펴본

결과, 조직의 CSR 시행에 한 진정성이 조직동일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SR

과 조직동일시가 련 있다는 연구의 결과들[54,55]과 일

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카지노직원의 학력이

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학력은 사회

에서의 자신감과 한 련이 있고 이는 자신감이 조

직동일시와 강한 상 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63]

를 지지하는 것이다.

셋째, CSR과 직무만족도 계에 있어서 조직동일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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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SR 시행의

진정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조직

동일시에 향을 미치며, CSR에 향을 받은 조직동일

시가 직무만족도에 향을 주는 매개경로가검증된 것이

다. 한편 남성일수록, 고임 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직

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들[37,61,62,64]

과 일치하 으나 기부 액이 많을수록, 소속된 기업의

CSR 시행 횟수가 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은 카

지노산업의 독특한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23].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4개의 CSR CSR 시행의

진정성과 직무만족도 계에서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

가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카지노산업 구성원의 기부활

동, 자원 사활동 등의 직 인 참여보다 조직의 진정

성 있는 CSR 시행이 조직동일시와 직무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정성 있는 CSR 메시지가 기업과

련된 매우 요한 요인임을 밝힌기존연구와도 일치한

것이다[65].

5.2  및 제언

본 연구의 상이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 체에 용

하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한계 에도 불구하고다음과 같

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CSR 연구의 상을 내부 이해 계자

까지 범 를확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CSR에 한 연

구는 주로 외부 이해 계자를 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23] 직원들의 수동 반응을 찰한한계를 보 으나 본

연구를 통해 내부 이해 계자인 직원들의능동 참여에

해 측정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상자인 카지노직원의 일반 특성을 고

려하여 CSR과 직무만족도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보

았다는 데의의가 있다. 최근까지 CSR을주제로 한 부

분의 연구들은 상자의 일반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경로분석을 통해 단편 인과 계를 규명하 다. 그러나

본 연구를통해 카지노직원의 성별, 임 , 종교등의 일반

인 특성이 유의미한 향요인임이 밝 졌고, 따라서

CSR 참여에있어서 카지노직원의 구체 인상황이 매우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연구의결론을토 로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카지노기업에서 실시하는 CSR이 진정성을 담보

하기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속 기업의 CSR이

진정성을 담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조직동일시와 직무만

족도가 의미 있는 상 계를 갖는다는 것이 검증된 바,

기업은 일회성, 형식 CSR 시행이 아닌 정기 이고 실

질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박 독과 련된 로그램이 CSR 로그

램에 활용된다면진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둘째, 카지노산업의 특성을 반 한 CSR 참여 로그

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카지노산업에 한 부정 인

외 이미지, 카지노직원의 심리 부담감이라는 특성은

타 직종과 차별성을 가질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따르면

카지노기업의 CSR 시행횟수가 많을수록 직원의 직무만

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카지노직원의 경우 가시 인

CSR 참여보다는 비가시 인 참여-기부장려, CSR을 통

한 기업이미지 제고 기여 등-가 효과 이라는 이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직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복지 차원의 로그램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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