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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진 경쟁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을 가지게 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혁신-관계의 유연문화가 구성원들의 긍정심리자본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ㆍ북도 소재 기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394부 유효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얻은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관계의 유연문화중 혁신문화는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문화는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관계의 유연문화가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긍정심리자본은 혁신-관계의 유연문화의 지각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에서 혁신-관계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또한 구성원들이 긍정적 심리상태가 되도록 하여야만 오늘날 같이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변화지향의 조직시민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고 하겠다. 향후의 연구는 조직문화의 단위를 본부 또는 팀으로 세분화 되어 측정하여 하위문화(sub culture)유형과 이에 따른 새로운 조직시민행동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조직문화, 혁신문화, 관계문화, 긍정심리자본,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Abstract  Currently, companies are focusing on how they make their members have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in the era of fierce competition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this study verified how the flexible culture of adhocracy-clan plays a role i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A survey was conducted for employees in companies located in Daejeon-si, Sejong-si, Chungcheongnam-do, and Chungcheongbuk-do, and 394 vali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concrete analysis results are obtained from the study as follows. First, among the flexible cultures of adhocracy-clan, the innovation cultur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hile relationship culture was found to not directly affect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 the flexible cultures of adhocracy-clan, the innovation cultur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ird,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urth,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 between the recognition of flexible cultures of adhocracy-clan and the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refore, it can be said to find out the fact that the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can appear under the fierce competition as nowadays only when the organization should establish the organization culture of innovation-relation or the members are in the positive psychological state. We expect that the future study on the type of subculture and new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will be made in the manner of classifying the unit of organizational culture into a headquarter or team fo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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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진 무한경

쟁사회에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은 생존을 위해 
각자의 방식과 방법을 통해 오늘도 끊임없이 변화를 시
도하고 있다[1]. 또한 최근의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
영환경에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춘 조직
이 되며 유연한 조직은 조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연한 조직문화를 
강조하고 있다[2]는 것이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3]. 변
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은 “구성원 개인 입장에서 조직업무 
방식과 정책, 업무절차 등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추구
하는 건설적 노력”[3]으로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영
향을 주는 결정요인은 크게 환경요인과 개인요인으로 구
분되는데[4], 본 연구는 환경요인으로 조직문화와 개인요
인으로 긍정심리자본에 주목하였다. 

조직문화는 개인과 집단이 협력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집단적 가치관 또는 보이지 않는 규범으로 많은 기업이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한 부서ㆍ계층 간에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의 구축은 기업의 고유한 목적과 목표
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5]. 조직문화의 
유연문화에 대한 연구는 경쟁적 가치모형(competing 
value framework or model)의 모형을 중심으로 유연-안정
(flexibility-control)과 내부지향-외부지향(internal-external)
의 두 차원을 중심으로 혁신, 관계(협력), 시장, 위계의 4개의 문
화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연성축의 두 개 문화를 통칭하여 유연
문화[6]로 분류하고 있다. 유연문화는 Cameron & 
Quinn(2011)의 혁신문화(adhocracy culture)와 관계
문화(clan culture)로 설명할 수 있으며[7-9], 혁신문화
는 외부지향이면서 유연한 문화를, 관계문화는 내부지향
적으로 유연한 문화를 특징으로 한다[10, 11]. 본 연구에
서는 유연문화에 해당되는 혁신문화와 관계문화를 중심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긍정조직연구자들은 조직의 긍정적인 측면
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변화의 해결책으로 ‘긍정 접근의 방
법’으로[12-19]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의 활용이 능동적인 조직변화의 핵심적인 변인으
로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 긍정심
리자본이란 자신의 긍정적 심리특성을 말한다[22]. 긍정
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는 선행요인[20,23,24], 결과요인

[25-27], 매개 또는 조절효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28].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긍정심리
자본의 긍정적 역할을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을 지닌 개인이 조직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혁신-관계의 유연문화 지
각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한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이 혁신-관계의 유연문화 지
각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간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의 설정
2.1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긍정심리자본은 도전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자신감(자기효능감)을 가지며, 목표를 향해 인내
하고 성공하기 위해 목표(희망)에 대한 경로를 재설정하
며,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낙관주의)
를 가지며, 문제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는 성공을 성취하
기 위해 참고 견디며 난관이나 좌절로부터 원래의 상태
로 되돌아오거나 그것을 뛰어넘는(복원력) 개인의 복합
적인 긍정적 심리상태로 정의된다[27]. 이러한 긍정심리
자본의 주요변수는 성과향상을 위해 조직적인 관리가 가
능하고 개발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를 만족시켜야한다
[29,30]는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
의, 복원력)은 상당한 개념적ㆍ실증적 공통 영역이 존재
하며 다차원의 실증연구를 통해서 근본적인 판별타당성
이 입증되기도 했다[31,32]. 그러나 최근 이들 네 요인들
이 공통으로 업무나 목표달성을 위한 인지상태와 동기부
여와 밀접한 관련되어 있고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사하다는 점에 기인하여 이들을 하나의 상위구조개념
(high-order construct)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27,31]. 즉,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을 긍
정심리자본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이나 동기부여[27]와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28].

2.2 혁신-관계의 유연문화, 긍정심리자본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조직문화의 연구는 경쟁적 가치모형(competing 
value framework or model)의 모형을 중심으로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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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flexibility-control)과 내부지향-외부지향
(internal-external)의 두 차원을 중심으로 혁신, 관계
(협력), 시장, 위계의 4개의 문화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연문화에 해당되는 혁신문화와 관계문화
[33, 34]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혁신은 불확실한 조직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핵
심적인 이슈이면서, 조직의 성과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
고 있음이 증명되면서[35], 혁신문화는 조직의 성과를 높
이는 중요한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36, 37]. 한편, 협력
지향문화, 공동체문화, 집단문화(group culture) 등으로 
불리는 관계문화[38]는 신축성 및 재량, 사람에 대한 관심, 
내부유지 및 통합, 구성원들의 충성심, 우리의식을 강조한
다. 이러한 이유로 관계문화가 경쟁가치 모형의 4가지 문
화 가운데 조직원들의 만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조직문화의 몇몇 연구들에서 발견되고 있다[39, 40]. 

조직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41, 42],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상호
신뢰감, 그리고 공유된 가치관 등의 조직문화에 따라, 조
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43, 44]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Ⅰ 혁신-관계의 유연문화의 인식은 변화지향 조직
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1 혁신문화의 인식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 관계문화의 인식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은 Luthans(2002a)가 주요 개념으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과 희망(hope), 복원력(resilience), 
낙관주의(optimism)를 제시하였으나, 네 가지 개념을 통합
한 긍정심리자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제
시되고 있다[27, 45].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몰입과 직무
동기, 충성심, 직무성과는 물론 조직성과를 높이는데 직/간
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46]. 긍정심리자본은 리더
와 동료, 직무 그 자체로부터 강화 또는 감소될 수 있어
[47], 공유된 조직문화는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게 된다[27]. 또한 유연문화의 혁신문화의 지각과 
관계문화의 지각은 긍정심리자본과 정적(+)인 관계를 가
진다는 것이다[2].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Ⅱ 혁신-관계의 유연문화의 지각이 높을수록 긍정
심리자본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Ⅱ-1 혁신문화의 지각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Ⅱ-2 관계문화의 지각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 복원력 등이 
충만된 상태이며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종업원은 주어진 
업무 이외에도 적극적인 역할수행과 노력을 한다[48]. 긍
정심리자본이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적 직무태도[29]를 높
여주며 냉소주의, 이직의향, 반생산적 행동과 같은 부정
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는 구성원의 행동이나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등을 자극시키는 동기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긍정심리자본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Ⅲ 긍정심리자본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최근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

본이 조직분위기, 리더십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구성원의 
만족, 성과,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는 점이다[20, 28, 49-52].

혁신-관계의 유연문화는 도전, 팀워크, 협의, 모험 등
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문화로서 구성원들이 도
전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49-52]. 따라서 혁신-관계
의 유연한 조직문화에 대한 지각은 조직의 변화상황에서 
도전, 창의성, 아이디어 조율 등의 긍정적 가치들을 통해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긍정심리자본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을 
하게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
대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Ⅳ 긍정심리자본은 혁신-관계의 유연문화 지각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Ⅳ-1 긍정심리자본은 혁신문화 지각과 변화지향 조
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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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Ⅳ-2 긍정심리자본은 관계문화 지각과 변화지향 조
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혁신-관계의 유연문화 지각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간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대상은 대전시, 충청남ㆍ북도, 세종시 소재 기업의 종
업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8년 10월 15일부터 동
년 11월 2일까지 총 500부를 배포하여 401부가 회수되
어 응답률이 80.2%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7부
를 제외한 39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분석은 SPSS19.0과 AMOS 19.0을 이용하
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면, 남성 74.5%, 여성 
25.5%이며, 학력은 고졸 16.5%, 전문대졸 11.6%, 대졸 
61.0%, 대학원졸 10.8%, 연령은 30세 미만 37.3%, 30
세-39세 56.7%, 40세-49세 3.9%, 50세 이상 2.0%, 직
위별로는 사원 28.4%, 대리, 계장 28.6%, 과장, 차장 
41.2%, 부장이상 1.8%으로 나타났다. 

3.3 변수의 측정
혁신-관계의 유연한 조직문화(flexible organization 

culture : FOC) 지각은 Cameron & Quinn(2011)의 
경쟁가치모형에 기반한 네 개의 조직문화 유형을 측정하
는 조직문화평가도구 (이하 OCAI, Organizational 
Culture Assessment Instrument)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조직의 전반적 분위기, 전략적 우선순위, 관리스타
일, 리더십스타일, 조직구심점, 성과지표 등 준거 각각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각은 조직문화를 혁신문화, 관계문화, 위
계문화, 시장문화에 해당하는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긍정심리자본 측정은 Luthans et al. (2007)의 심리
적자본 측정치(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 12문항이다. 이들 12가지 하위변수는 상위개념으
로 통합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
문가이다.” 등 총 4개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리커트 5점척
도로 측정하였다.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C-OCB)은 업무 상황과 성과
의 개선을 위해 업무방법, 정책, 그리고 절차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건설적인 노력으로  
Choi(200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4개 문항으로 “나는 
업무를 완수하기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발굴하곤 
한다” 등으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실증분석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분석결과 신뢰성 계수는 Table 1과 같이 모든 
이론변수들이 .600이상으로 충분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item N Cronbach's α
Organization culture
  adhocracy culture
  clan culture
  market culture
  hierarchy culture
positive psychology capital
  self-efficacy
  hope
  optimism  
  resilience
change-oriented OCB 

24
6
6
6
6
12
3
3
3
3
4

.946

.925

.918

.912

.899

.877

.947

.867

.924

.976

.843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타당성분석결과 조직문화, 긍정심리자본, 변화지향 조
직시민행동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전체단위의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
며 분산 설명력이 66.120%로 분석되었다. 또한 확인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념신뢰도(CR)는 0.7이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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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분산추출값(AVE)은 0.5이상으로 나타났다.

clan 
culture

adhocracy 
culture C-OCB PPC

O-Culture14 .823 -.039 .171 .271
O-Culture12 .806 -.097 .330 .106
O-Culture11 .805 -.118 .299 .153
O-Culture13 .773 -.064 .249 .276
O-Culture15 .759 -.091 .151 .156
O-Culture21 .000 .916 .029 .039
O-Culture22 -.004 .893 .005 -.013
O-Culture25 -.105 .852 -.094 -.010
O-Culture24 -.057 .661 -.101 -.078
O-Culture23 -.371 .549 -.144 -.055

OCB4 .208 -.036 .866 .062
OCB1 .290 -.061 .835 .139
OCB2 .366 -.149 .668 .278
OCB3 .220 -.062 .661 .304

optimism .255 -.068 .079 .686
 self-efficacy .148 -.033 .106 .683

resilience .094 .078 .192 .681
hope .256 -.133 .374 .487

eigenvalue 3.774 3.199 2.879 2.050
variance 20.965 17.775 15.993 11.388

cumulative variance 20.965 38.740 54.733 66.120
CR .882 .874 .875 .828

AVE .653 .634 .637 .547

Table 2. Validity Analysis Results 

4.2 가설의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연구 요인들에 대해서 서로의 

방향과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
계 계수를 계산한 결과 <Table 3>과 같이 혁신문화, 관
계문화, 긍정심리자본,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모든 변수
들의 상관관계 계수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으며,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계수값이 0.8이
상인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또한 측정변수의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은 AVE(평균분산 추출 값) 제곱근 및 상관관계 값을 비
교하는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값이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Square Root) 값보다 작을  
경우에 판별타당성이 있다[53]고 보는데 검정 결과 
Table 3과 같이 상관관계 값이 각 잠재변수의 제곱근 값
(대각선 값)보다 작으므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연구 모
형은 판별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53].

clan culture adhocracy 
culture

positive 
psychology 

capital
C-OCB

clan culture .808
adhocracy

culture .078 .797
positive 

psychology capital .412** .253** .798
C-OCB .343** .282** .823** .739

* p< 0,05, ** p<0.01.
Note: Variables in the diagonal are coefficients of the square root of 

AVE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가설검증을 위하여 AMOS 19.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와 같이 연구모델을 전반적 적합지
수를 사용하여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χ²/df 가 5보다 크
지만 표본수가 394개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AGFI가 적합판단기준에 약간 못 미치지만 다른 지표들
이 0.9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델은 매우 적합도가 높
은 모델로 해석된다.

χ² df GFI AGFI NFI CFI RMR
Coefficient 204.4297 32 .9230 .8676 .9733 .9769 .0205

Table 4. Goodness of Fit Statistics

각 연구 단위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얻어진 Fig. 2와 Table 5와 같다.

Fig. 2. Path analysis results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Total Effects verification
clan→

PP Capital 0.415(7.056**) accepted
adhocracy→P

PCapital 0.213(4.216**) accepted
PP Capital→

C-OCB 0.874(19.870**) accepted

Table 5. Path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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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가설 Ⅰ를 검증한 결과, 혁신문화는 변화지
향 조직시민행동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γ22= 0.076, t= 2.163, p < .05), 관계문화는 변
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γ21= -0.014, t= -0.34, p > .05).  

둘째, 연구가설 Ⅱ를 검증한 결과, 혁신문화는 긍정심
리자본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γ
21= 0.213, t= 4.216, p < .001), 관계문화는 긍정심리자
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γ22= 
0.415, t= 7.056, p < .01). 

셋째, 연구가설 Ⅲ을 검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이 변
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1= 0.874, t= 19.870, p < .01). 

넷째, 연구가설 Ⅳ를 검증한 결과, 혁신문화가 변화지
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계수= 0.076, 
t=2.163, p < .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간접효과는 
계수= 0.186, 부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도(p 
= .006)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문화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
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계수= -0.014, t=-0.34, p > .05)
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간접효과는 계수= 0.362, 부스
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도(p = .004)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은 혁신-관계의 유연문화의 지각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PPC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재표본
을 통한 부트스트랩을 2000번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은 Normal, Percentile,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로 구성되며 각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아야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CC→PPC→C-OCB의 간접효과에 대한 경로는 0.362 
정도였으며 NCI, PCI, BCCI에서 모두 0을 포함하지 않
아 Bootstrap에 의한 간접효과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
다. AC→PPC→C-OCB의 간접효과에 대한 경로는 
0.186 정도였으며 NCI, PCI, BCCI에서 모두 0을 포함
하지 않아 부트스트랩에 의한 간접효과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Statistics CC→PPC→
C-OCB

AC→PPC→
C-OCB

Indirect effect 0.362 0.186
Standard error 0.071 0.063

Z statistic 3.595 2.448
p-value 0.004 0.006

Conf. interval (N) (0.028, 0.250) (0.107, 0.365)
Conf. interval (P) (0.209, 0.401) (0.097, 0.264)

Conf. interval (BC) (0.233, 0.404) (0.102, 0.266)
Notes: N; Normal, P; Percentile, BC; Bias-Corrected

Table 6. Bootstrap estimation on indirect effects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현재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 치열해진 경쟁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을 가지게 할 것인가에 주목하여 혁신-관계의 유연문화
가 구성원들의 긍정심리자본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대전시, 충청남ㆍ북도, 
세종시 소재 기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94
부의 유효설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문화는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문화는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혁신, 개발, 자율을 강조하는 혁신문화에서 조직
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헌신하는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각 조직문화 유형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다르게 영향을 미
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관계지향문화에서는 변
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은 변화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판
단된다.

둘째, 혁신문화와 관계문화가 긍정심리자본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문화의 개선이나 
변화가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22, 54]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구성원들이 긍정
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과업에 충실하며, 타인을 지원하
고, 회사에 대한 불만이 감소하는 등 양심성, 이타성, 스

clan→
C-OCB -0.014(-0.34) 0.362(0.004**) 0.348** accepted

adhocracy→C
-OCB 0.076(2.163*) 0.186(0.006**) 0.262**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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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맨십의 조직시민행동 수준을 높인다는 Luthans et 
al.[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긍정심리자본은 혁신-관계의 유연문화의 지각
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성원이 혁신-관계의 유연문화
에 대한 지각은 조직구성원의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주며 이때, 개인의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혁신-관계의 유연문화의 지각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들이 혁신-관계의 유연문화 지각이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연구를 통해 규명함으로서 조직에서 혁신-
관계의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또한 구성원들이 긍
정적 심리상태가 되도록 하여야만 오늘날 같이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변화지향의 조직시민행동이 나타날 수 있
음을 규명하였다고 하겠다.

둘째, 조직구성원의 행동은 환경적 측면과 개인적 측
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조직은 구성
원들의 올바른 행동유도를 위해 환경으로 출발하여 구성
원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기틀
을 잡아야 할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대전시, 충청남북도, 세종시 소재의 

기업들을 주된 연구표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황적 특이성이 관찰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 및 산업으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직문화의 유형을 측정할 때 구성
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의 단위를 본부 또는 팀으로 세
분화 되어 측정된다면, 한 회사의 하위문화(sub culture)
유형과 이에 따른 새로운 조직시민행동의 시사점이 도출
될 것이다.

셋째, 동일방법 오류의 문제로 판단오류나 편향이 존
재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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