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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공체육단체 구성원이 지각하는 윤리경영과 조직신뢰, 조직동일시 및 조직시민행동간의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인·강원지역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시·도 체육회 및 산하
경기연맹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윤리경
영은 조직신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윤리경영은 조직동일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신뢰는 조직동일시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신뢰는 조직
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조직동일시는조직시민행동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공체육단체의 윤리적 경영활동은 조직을 신뢰하고, 동일시하여 조직의
발전을 위해 직무 외의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 주제어 : 공공체육단체, 윤리경영, 조직신뢰, 조직동일시, 조직시민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reveal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thics
management, organizational trust,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erceived by members of public sports organization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employees of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the city and county sports association, and the federation
of sports associations in Kyoung-In and Kangwon a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ethics
management has been found to influence organizational trust. Second, ethics management has been found
to influence organization identification. Third, organizational trust has been found to influence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Fourth, organizational trust has been found to influe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ifth,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has been found to influe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ethical management activities of public sports
organizations were positively influencing the various pro-social behaviors of the members who voluntarily
perform outside of their jobs for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 by trusting and identifying the organization.

• Key Words : public sport organization, ethics management, organizational trust,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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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에서스포츠의역할과규모가크게확대되어

짐에 따라 스포츠행정 주체로서 공공체육단체의 중요성

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체육단체는 조직 경

영의범주에서조직의효과성을추구하는일반기업조직

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김세웅은 스포츠조

직에서도구성원들이지닌기술과지식, 감성, 능력이조

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최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에대한효율적인관리와지원이필요하다고강

조하였다[1,2].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영환경이 급속

도로 변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공

공체육단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

원간의원활한의사소통, 생산성향상, 조직통합기여등

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윤리경영과 이와 연

계된구성원들의직무태도와조직행동에대한다양한연

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기업은이윤추구라는기본적인목적이외에도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해 인간 가치 실현에 공헌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3]. 윤리경영(ethics management)이란

기업을경영함에있어윤리를최우선의가치로생각하며,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여겨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원우와

전은실(2006)은 일반적으로윤리경영은경영자를포함한

전구성원이기업활동중에갖추어야할윤리에근거한

경영으로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

으로기대되는윤리적책임까지다하는경영을의미한다

고 밝히고 있다[4,5]. 이러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중

요성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점

차 커져가는 추세이며, 이에 맞추어 기업의 윤리경영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들

선행연구들[6,7,8]을 살펴보면외부적으로는해당기업의

이미지및신뢰도제고, 지배구조건전성유지, 고객의우

호적 태도, 기업 충성도 강화, 매출 증대 등에 기여하고,

내부적으로는 구성원의 근로의욕 및 자긍심 고취, 업무

능률및성취감향상등의결과를제시하고있는데, 특히

윤리경영이 조직행동 관점에서 조직의 유효성과 직무성

과를높일수있다는논리적근거가최근연구들을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기업의경쟁력제고수단으로그어느때보다

윤리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들은 여전히 불법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정보 유출, 환

경 훼손, 갑질 행동, 성 차별 등으로 윤리경영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윤리경영의 문제는 일반 기업

조직뿐만아니라스포츠관련조직에서도꾸준히제기되

고 있는데, McNamee & Fleming은 프로스포츠 및 공공

체육단체의 실무에서도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윤리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하

였다[9].

한편, 국내의대한체육회나시·도체육회와같은공공

체육단체는 종목별 경기단체들의 최상위 조직으로써 모

든면에서산하단체에막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그

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특히윤리적문제에

대한 상위 조직의 규칙은 하위 조직의 행동변화와 선택

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므로상위조직은법, 안전,

인사문제 외에도 올바른 사업 관행과 같은 윤리적 문제

에 관한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10]. 이에 대해 실제로도

스포츠관련조직을윤리적으로경영하여조직이미지를

개선하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는데, 스포츠 윤리기구

(Sports Ethics Institute)에서는 금지약물 복용, 불법 도

박, 성차별및폭력, 문화와인종의다양성, 심판매수, 마

케팅윤리, 국가주의와정치, 스포츠맨십과기타가치등

을 주요 스포츠 윤리 주제로 선정하여 스포츠조직 경영

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

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11].

그동안국내공공체육분야의윤리경영에대한연구들

[11,12,13]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리경영 모델 개발,

윤리경영현황및의식조사등이론적고찰의연구가몇

몇수행되어왔으나체육조직의윤리경영과구성원의직

무태도나 조직행동을 연계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

구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조직에서

윤리경영과 조직유효성을 설명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확

장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체육단체 구성원이 지각하는 윤리경영과 연계하여 직무

태도와 조직행동으로 설명되어지는 조직신뢰, 조직동일

시 및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

하여관계모형을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보완하

여 변인들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

며, 공공체육단체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와 업무의 효

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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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연구가설과연구모형을설정

하였다.

·연구가설1(H1): 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지각하는윤

리경영은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H2): 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지각하는윤

리경영은조직동일시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3(H3): 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지각하는조

직신뢰는조직동일시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4(H4): 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지각하는조

직신뢰는조직시민행동에정(+)의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5(H5): 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지각하는조

직동일시는조직시민행동에정(+)의 영향을 미칠것

이다.

organizational
trust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CB
ethics

management

H4H1

H2 H5

H3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Section N %

Gender
male 124 67.4
female 60 32.6

Ages

20 ages 38 20.7
30 ages 81 44.0
40 ages 42 22.8

over 50 ages 23 12.5

work
experience

under 5 years 57 31.0
between 5-10 years 75 40.8
between 10-20 years 35 19.0
over 20 years 17 9.2

position
person in charge 116 63.0

head of the department 27 14.7
etc. 41 22.3

본 연구에서는 경인·강원지역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시·도 체육회 및산하경기연맹에근무하는직원을대상

으로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활용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획일적으로 불성실하게 응

답하거나 조사내용이 일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184부

의 자료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측정도구
본연구의측정도구는설문지이며, 설문문항은연구목

적에 부합하는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전문가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검증하여사용하였다. 또한설문항목은 ‘매

우그렇다’ 5점에서 ‘전혀그렇지않다’ 1점까지리커트 5

점척도로구분하여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작성하도록 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작적 정

의와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경영은 조직의 경영방식이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실천하는지에대한구성원의지각정도를의미

하는 것으로 김영복의 연구에서 사용한 18문항을 수정

및보완하였다[14]. 둘째, 조직신뢰는구성원이조직에대

해 갖는 확신이나 지지의 감정으로 김인철의 연구에서

사용한 5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15]. 셋째, 조직동일

시는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일체감을 느

끼는 정도로 강상묵과 장미경의 연구에서 사용한 6문항

을수정및보완하였다[16]. 넷째, 조직시민행동은조직에

의해공식적으로규정되어있지는않지만구성원이조직

의발전을위해자발적으로수행하는다양한지원활동으

로김영복의연구에서사용한 5문항을수정및보완하였

다[14].

2.3 확인적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본연구에서사용된측정항목들은선행연구들에서탐

색적요인분석을통해구성개념에대한요인의구조가이

미검증된바있다. 구체적으로윤리경영은윤리방침, 윤

리시스템, 윤리문화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직신뢰, 조직동일시, 조직시민행동은 각각 단일개념으

로 구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들의 수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Table 2>와 같이 확인적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항목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

량을 검토하여 배병렬이 제시한 .50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 4개 문항이 제거되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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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air 등이 제시하고 있는 평균분산추출(AVE)

.50 이상, 개념신뢰도(C.R) .70 이상의기준치를충족하는

결과가 나타나 측정항목들의 수렴타당성과 신뢰성이 확

인되었다[18].

2.4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들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김계수는 AVE와각

구성개념의 상관계수 제곱값과 비교했을 때, AVE가 크

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안된다고 하였는데

<Table 2>및 <Table 3>에나타난결과를보면가장작

은 AVE가 .616이고, 가장 큰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375

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들은 판별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19].

또한 상관계수가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80 이하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Constructs 1 2 3 4 5 6
ethics
policy

1

ethics
system

.544** 1

ethics
culture

.554** .612** 1

organizational
trust

.449** .406** .384** 1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422** .378** .391** .489** 1

OCB .347** .354** .321** .368** .384** 1
**p<.01 (both sides)

2.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8.0과 AMOS

16.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

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Constructs Measuring items β S. E AVE C. R

ethics
management

ethics
policy

ethics policy-1 .752 -

.661 .875
ethics policy-2 .805 .054
ethics policy-3 .876 .055
ethics policy-4 .847 .055
ethics policy-5 .778 .056

ethics
system

ethics system-1 .758 -

.616 .903
ethics system-2 .784 .056
ethics system-3 .739 .053
ethics system-4 .827 .050
ethics system-5 .812 .049

ethics
culture

ethics culture-1 .788 -

.645 .845

ethics culture-2 .801 .049
ethics culture-3 .776 .051
ethics culture-4 .773 .050
ethics culture-5 .829 .052
ethics culture-6 .845 .052

organizational
trust

organizational trust-1 .813 -

.718 .867
organizational trust-2 .872 .043
organizational trust-3 .881 .041
organizational trust-4 .822 .040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1 .804 -

.710 .902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2 .864 .049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3 .902 .046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4 .813 .049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5 .825 .048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1 .873 -

.676 .873
OCB-2 .903 .031
OCB-3 .797 .038
OCB-4 .773 .038
OCB-5 .754 .044

χ2 =.332.264, df=123, p =.000, GFI=.933, CFI=.954, NFI=.926, RMR=.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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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본연구에서는연구모형을검증하기위해서구조방정

식모형분석을 실행하였다. 적합도의 평가기준은 조현철

이제시하고있는 GFI, CFI, NFI .90 이상, RMR .08 이하

를 적용하였으며, χ2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검정통계량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

어 참고지표로만 사용하였다[20]. 그결과, <Table 4>와

같이 GFI=.918 CFI=.934, NFI=.914, RMR=.068로 나타나

제안된연구모형은채택이가능한것으로판단하여현재

의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3.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설정

된 개별 연구가설에 해당되는 경로계수를 검증하여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5>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Route Standardized estimate S. E t-value
H1 .512 .054 11.416***

H2 .454 .043 9.430***

H3 .657 .049 14.649***

H4 .303 .071 3.949**

H5 .443 .047 8.701***
***p<.001, **p<.01

첫째, 경로1에 대한 검증결과, 경로계수 추정치는

.512(t=11.416, p<.001)로 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

나 ‘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지각하는윤리경영은조직신

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1은 지

지되었다. 둘째, 경로2에 대한 검증결과, 경로계수 추정

치는 .454(t=9.430,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지각하는윤리경영은조

직동일시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라는연구가설2

는 지지되었다. 셋째, 경로3에 대한 검증결과, 경로계수

추정치는 .657(t=14.649, p<.001)로 통계적으로유의한것

으로나타나 ‘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지각하는조직신뢰

는조직동일시에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연구

가설3은 지지되었다. 넷째, 경로4에 대한 검증결과, 경로

계수추정치는 .303(t=3.949, p<.01)으로 통계적으로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체육단체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

직신뢰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4는 지지되었다. 다섯째, 경로5에 대한 검

증결과, 경로계수 추정치는 .443(t=8.701, p<.001)으로 통

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나 ‘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동일시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5는 지지되었다.

4. 논 의
본연구는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지각하는윤리경영

과 조직신뢰, 조직동일시 및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지각하는윤리경영은조

직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로 최혜경

은 사회복지기관의 윤리경영 실천수준이 조직신뢰에 긍

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으며, Wieseke 등의연구에

서도윤리경영과조직신뢰가정(+)의 상관관계를형성한

다고보고하고있다[21,22]. 또한김석영등은윤리경영을

중시하는 실천의지와 진정성, 관리자의 노력이 내부 고

객인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기

업을성장하게하는강력한전략적요소라고주장하였다

[23]. 조직신뢰는구성원과조직의상호작용관계속에서

믿음과 지지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체육단체를

운영함에있어관리자들은윤리적경영방침, 윤리시스템,

윤리문화를올바른방향으로일관성있게설정하여조직

에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문제에서 조직이 구

성원 자신을 보호해 주고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신념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지각하는윤리경영은조

직동일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선행연구들의연구결과와맥락을같이하는것으로

황상규는중소기업경영자의윤리적경영과리더십이조

직동일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으며, 송홍락

과유원용의스키리조트종사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

<Table 4> Result of goodness of fit for measurement model
Goodness of fit χ2 df p GFI CFI NFI RMR

Measurement model 548.256 171 .000 .918 .934 .914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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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윤리경영과 조직동일시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24,25]. 한편,

윤태훈과 백우열의 연구나 송홍락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프로스포츠구단의사회적책임활동에대한적

합성및진정성이팀동일시와긍정적으로연계된다고보

고하고있다[26,27]. 조직동일시는 구성원과조직이심리

적,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해 우리 또는 하나라는 공동운

명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공공체육단체를 운영

함에있어관리자들은윤리적경영환경의조성과동시에

적극적이고진정성있는실천을통해구성원들에게조직

내·외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감소시켜 조직에 대한 일

체감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지각하는조직신뢰는조

직동일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설명되어지는데, 김병직등은은행기업직원을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을 신뢰할수록 조직동일시가 높아진다

고 하였으며, 유원용 등의 연구에서도 상업스포츠시설

종사자의조직신뢰는조직동일시에정(+)적인 영향을미

치고있음을경로분석으로검증하였다[28,29]. 또한최재

홍과김재현은조직동일시에대해포괄적인조직에대한

신뢰를 통해 형성되고, 이는 조직이 어렵거나 위기상황

에도 강한 결속력과 일체감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30]. 신뢰는 지속적인 상호 호혜적 경험을 통해 발전하

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체육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관리

자들은비전제시, 준법경영, 원활한의사소통및의견수

렴, 약속이행, 차별금지, 복리후생등의윤리적경영활동

을 통해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구성원들로 하여

금조직의일원으로강한소속감및애착을갖게해야할

것이다.

넷째, 공공체육단체구성원이지각하는조직신뢰는조

직시민행동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허갑수와 변상우는 신뢰를 조직에 대한

신뢰와 상사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3단계 다중회귀분

석으로 검증한 결과, 이들 모두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행변수와 조직시민행동 관

계에서조절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31]. 그리

고 McAllister는높은수준의 신뢰가조직시민행동을유

발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고제시하였으며, Robinson &

Morrison은 신뢰가 조직시민행동의 주요 선행요인임을

규명하였다[32,33]. 조직신뢰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이자신에게중요한행위를할것이라는기대에대한믿

음과 확신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공공체육단체를 운영

함에 있어 관리자들은 공정한 평가와 보상, 투명한 인사

관리, 적절한 업무지원 등의 심리적 계약이행을 통해 조

직에 대한 신뢰를 먼저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행위를 할 수 있

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체육단체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동일시

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해 배준영과 하종욱은 다국적기업 자회

사 현지 직원의 조직동일시는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홍재 등의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조

직동일시와 조직시민행동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4,35]. 또한 Podsakoff & MscKenzie는

조직을 위한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자발적인 직무태도의

가장근본적인동기는조직목표에대한구성원의내면화

라고주장하면서이러한내면화는조직에대해구성원이

감정적으로유착하고동일시되는현상으로설명할수있

다고강조하였다[36]. 한편, 이광수와정정희는스포츠센

터 종사자의 조직동일시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연구결과에 대해 조직의 비전이나 특성

을 공유하지 못하고 비교적 적은 근무경력, 환경적응 부

족 등으로 조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낮다는 이유에서

그원인을찾고있다[37]. 조직시민행동은조직에서주어

진 직무의 한정된 역할의 범위를 넘어선 구성원과 조직

또는구성원간의상호작용에바탕을둔능동적이고자발

적인 직무 외의 행동으로 조직 발전에 필요하다면 보상

이없더라도구성원으로하여금자신의희생도감수하게

한다. 그러므로공공체육단체를운영함에있어관리자들

은 조직의 평판이나 이미지를 윤리적 경영활동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과 조직간의 일체감

을 높여 조직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연구는공공체육단체의윤리경영에대한구성원의

지각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신뢰, 조직동일시 및 조직시

민행동간의인과관계를설문조사를통해다음과같은결

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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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윤리경영은 조직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둘째, 윤리경영은 조직동일시에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셋째, 조직신뢰는 조직동일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조직신뢰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다섯째, 조직동일시는 조직시민행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윤리적 경영활동은 조직을 신뢰

하고, 동일시하여 공식적인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

고 보상도 없지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

하는구성원의다양한지원활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체육단체는 구성

원의 친사회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는 조직에 대한 신뢰와 애착, 일체감을 줄 수 있는 윤리

경영의 풍토를 강화하여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이에 대

한 실천적 경영활동이 조직 내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엘리트체육단체와 생활체육단체

의 통합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가는

현시점에서공공체육단체가윤리적경영활동을통해조

직에대한구성원들의신뢰와동일시의성과를얻는다면

갈등해소와업무수행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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