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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무만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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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조직에서 요구하는 공식
적인 역할과 책임을 넘어서 동료와 조직을 위해 행하는 구성원의 이타적 행동은 조직유효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시민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직무만족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K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근로자 25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해 분석하였
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은 긍정적이고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조직시민행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직무만족도를 높
여야 한다. 작업자가 직무만족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할 때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
도 촉진된다.
핵심어: 직무만족, 이타적 행동, 조직시민행동, 자기효능감, 조직유효성

Abstrac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t is because the altruistic actions of members who work beyond the form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required by organization in order to benefit colleagues and the organiz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mpirically measure the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urthermore,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seek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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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 the strategie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for promoting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sample was drawn from 250 employees of various enterprise, located in city of K. The data was primarily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analyzed through SPSS/PC+. The result shows two findings: (1)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2) the group
with higher job satisfaction engaged more actively i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an the group
with lower job satisfaction: (3)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found to be a moderator of self-efficacy. Therefore, in order to facilitat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of the employees. When employees
perceive their self-efficacy at a high level through job satisfaction, they also promot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keywords: job satisfaction, altruistic acti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lf-efficacy,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업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헌
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과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구성원
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창출해내지 못하면
그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창출은 쉽지 않
다. 기업이 추구하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창출되
어야 하며 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구성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추구하는 기
술과 제품들은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자원들의 통합을 바탕으로 형상화된 것이며 그 중심에는 구
성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동료에 대해서 혹은 조직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협력적 노력은 달라질 것이고 이러한 조직 분위기는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래 들어 관심 받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조직시민행동이다. 조직시민행동
이란 구성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넘어 동료와 조직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타적 행동이다. 따라서 조직의 보상시스템과 관계없는 근로자들의 이타적 행동은 조직의
전반적 성과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1].
그동안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일환으로서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들을 구명해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직무만족도 조직
시민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중요하게 간주되어왔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이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자의 직무만족도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하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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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이론적 배경
조직시민행동이란 조직의 공식적 보상시스템과 관계없이 조직의 효과적인 기능을 통합하고 촉
진하기 위해서 개인이 행하는 자율적 행동이다[2].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요인으로는 이타성, 정당성,
양심성, 예의성, 공익성이 있다.
이타성이란 업무량이 과중하거나 업무처리 능력이 미흡한 동료를 도와주는 등 본인에게 공식적
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넘어서 동료나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자발적 행동이다. 구성원의 이
타적 행동은 감정적 교류를 통해 상호 공감 영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적 분위기를 조
성한다. 정당성이란 업무수행 환경에서 야기되는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며 조직의
공동목표를 지향하려는 행동 의지이다. 모든 구성원은 개인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도 조직
의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두 목표가 통합될 때 조직의 발전이 가능하며 구성원도 개인의 목표
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려는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양심성이란 조직의 제 규정과 규칙
을 준수하는 행동으로 주어진 직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이다. 양심성은 조직을 지탱하게
하는 윤리적 근간으로 구성원의 행위가 원칙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양심성은 확보될 수 있다. 예
의성이란 동료를 배려하고 동료의 견해를 충분히 숙고함으로써 동료간의 충돌을 예방하거나 최소
화 하려는 행동이다. 조직의 규범을 준수하고 공감적 경청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구성원의
노력은 동료간의 갈등을 완화시킨다. 공익성이란 조직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조직과
의 일체감을 형성하려는 행동이다.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는 순응, 동일화, 내면화 단계를 거
치기 때문에 구성원이 공익적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수록 내면화를 통해 조직과 더 높은 일
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전반적 생산성에 기여함으로써 작업팀의 효과성과 능률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3]. 일반적으로 우수한 팀의 특성으로서 명확하고 가치 있는 목표, 결과 지향적 구조, 통
일된 헌신, 협동적 노력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조직시민행동은 팀정신이나 협동적인 분위기 조성
에 촉진제 역할을 한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은 경영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자원을 더욱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며, 작업집단내 혹은 작업집단간 활동을 조정하고, 조직성과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며, 조직이 환
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한다[4].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
공정성, 직무특성, 상호신뢰 등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5]. 그 중 직무만
족은 많은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시민행동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직무만족이란 작업자가 자신의 직무 및 직무환경과 관련해서 경험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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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관련된 정서적 반응이다[6]. 직무만족이란 현재 맡고 있는 과업 역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이며
[7],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Roy 등의 연구에서 관리적 지원, 임금, 성과평

가, 보상시스템과 같은 조직적 지원, 물리적 작업환경, 사회적 지원, 그리고 자율성, 과업정체성, 과
업중요성, 기능다양성, 피드백과 같은 직무특성이 직무만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직무만족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예측치 중의 하나로
작업자의 내재적 동기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직무만족이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직무만족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과 같은 주도적 행동을 촉진하기 때문이다[10]. 자기 효
능감이란 성과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화 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말한다[11]. Huang의 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자기효능감이 주도적 행동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부분적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주도적 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2].

2. 연구방법
2.1 연구표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K시에 소재하는 전자부품제조 중소기업 근로자 250명이다.
표본은 인구통계적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었으며 편의표본 추출로 인한 표본오류를 최소화하기 위
해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 규모, 작업방식 등을 통제 하였다.

2.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Podsakoff 등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직무만족 측정은 MSQ(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맞게 SPSS/PC+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3. 실증분석
근로자의 직무만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먼저 직무만족과 조직
시민행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요인 모두가
직무만족과 긍정적이고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타성과 공익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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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만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표 1]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의 상관관계
[Table. 1]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직무만족

이타성

정당성

양심성

예의성

공익성

직무만족
이타성

.365**

정당성

.287**

.489**

양심성

.314**

.565**

.608**

예의성

.310**

.486**

.494**

.566**

공익성

.361**

.446**

.523**

.527**

.517**

**. p< 0.01

이타성과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직무만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이유는 자신의 직무에 만족할
수록 긍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서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조직몰입이나 조직충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직무만족 수준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이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조직시민행동 즉 이타성, 정당성, 양심
성, 예의성, 공익성 모두를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표 2] 직무만족 수준에 따른 조직시민행동 차이
[Table. 2] Statistics Different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요인

직무만족/저
M
SD

직무만족/고
M
SD

F

유의확률

이타성

3.6868

.58131

3.9802

.47537

30.068

.000

정당성

3.6513

.51927

4.0198

.48764

52.499

.000

양심성

3.6171

.59687

3.9963

.50216

46.520

.000

예의성

3.7145

.54529

4.0087

.48828

31.740

.000

공익성

3.6658

.55350

3.9827

.54836

32.400

.000

이러한 결과는 앞의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확인해주고 있으며 직
무만족도 수준에 따라 조직시민행동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직무만족은 조직시민행동과 유의적이고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직무만족도가 높은 근
로자가 낮은 근로자보다 조직시민행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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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검증
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1단계로 인구통계변수를 통제하고 직무
만족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2=0.155로 나타났다.
다음에 2단계로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R2=0.313으로 1단계보다 R2 가 0.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로 직무만
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R2=0.321로 2단계보다 R2 가 0.008 증가하였다. 따라서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는 작업자는 자신의 과업능력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
문에 동료나 조직을 위해 이타적 행동을 기꺼이 수행하려는 주도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
다.
[표 3] 자기효능감의 조절변수 검증
[Table. 3] Test for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구분

변수명

통제변수

3단계

(상수)

β
2.722

t
18.654

성별

.063

1.206

.027

.577

.023

.493

연령

.096

1.835

.071

1.491

.067

1.412

학력

.004

.076

.013

.304

.015

.340

근무부서

.034

.628

.013

.268

.021

.430

직급

.071

1.330

.050

1.037

.051

1.063

.285

***

.146

***

4.085

.520

2.818**

.334

9.411***

.710

3.828***

독립변수

직무만족

조절변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상호작용

1단계

종속변수
조직시민행동
2단계
β
t
1.999
13.103

R2
∆R2
F
∆F

7.920

β
.639

.102
.155
11.740***

.313
.158
25.003***
13.263

t
.946

2.066**
.321
.008
22.597***
-2.406

**. p< 0.01, ***. p< 0.00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직무만족은 조직시민행동의 모든 하위요소와 긍정
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타성 및 공익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다. 또한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조직시민행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자신
의 과업에 만족한 근로자는 불만족한 근로자보다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함으로써 동료나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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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이타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간
의 관계에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 결론
기업의 경영환경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 조직이 이에 탄력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구성원과 통일된 헌신 및 협력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조직시민행동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과 리더는 구성원들의 조직시
민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무만
족은 조직시민행동의 모든 차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직무만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조직시민행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연구되고 실행되었다. 임금,
승진, 관리감독, 작업조건 등 직무환경을 개선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
나는 직무자체의 특성을 동기부여 잠재력이 큰 방향으로 재설계하여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
려는 것이다. 이 양자 모두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조직이 소규모 단위로
단순화되고 집약화 되는 현대의 조직에서는 직무내용과 직무환경을 분리된 관점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보고 근로자의 개인적 관점에서 직무만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구성원의 개인
적 특성과 과업특성, 그리고 조직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이를 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조직지
향이 아닌 개인지향적인 직무만족 제고 방안이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
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한다. 즉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작업자는 자기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
고 이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조직과 리더는 구성원들이 자기효
능감을 높게 지각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자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만들어야 하고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을 통해 긍정적 행동을 강하해야 한다.
조직시민행동은 동료를 배려하는 이타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개인의
자발적이고 협동적 노력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조직 내에서 활발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직
의 응집성은 높아지고 구성원들은 조직과의 일체감을 느낌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
한 통일된 헌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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