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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 기

업의 생존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속성으로 인식

되면서 CSR에 대한 사회 및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으로 CSR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그간 학자들은 CSR이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행동 변화에 영향를 주는 작동기제에 관한 연구에는 다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CSR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 이 관계에서 일의 의미,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와 직무과부하의 조절효

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CSR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조직시민

행동을 향상 시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근로자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CSR이 일의 의미와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간 유의미한 정(+)의 관계

를 나타내었으며, 일의 의미는 CSR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긍정적

으로 매개하였다. 또한 직무과부하가 CSR이 일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력

을 조절하였다.

본 연구는 CSR이 조직구성원의 일의 의미를 높이고 조직몰입을 강화

하여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CSR

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

하였고, CSR과 일의 의미의 관계에서 직무과부하의 조절효과를 실증적

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

은 CSR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자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

하며, 아울러 CSR활동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공감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CSR, 일의 의미,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직무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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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 기

업의 생존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속성으로 인식

(Porter & Kramer, 2006)되면서 CSR에 대한 사회 및 기업의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Aguilera et al. 2007; Balmer 1998; Sen & Bhattacharya

2001; Zenisek 1979). 이러한 배경에는 CSR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적 요소이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주주, 고객, 직원, 사회)가 요구

하는 기업의 책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Carrol, 1999; Rowley &

Berman, 2000). CSR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학자들 간에 다소 의견이 다

르지만, 학계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Carroll(1991)의 정의에 따르면

“CSR은 기업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고 경제·사회·환경문제

를 기업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CSR은 기업의 재무적·전략적

성과를 향상시키고(McGuire, Sundgren & Schneeweis, 1988), 조직 구성

원의 인식과 태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 몰입, 직무만족,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 등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Brammer et al. 2007;

De Gilder et al. 2005; Dhanesh 2014, Farooq et al. 2014; Hofman &

Newman, 2014; Maignan & Ferrell, 2004; Stites & Michael, 2011;

Turker 2009).

이러한 중요성으로 CSR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

어졌지만(Maignan & Ferrell, 2004; Orlitzky & Schmidt, 2003;

Campbell, 2007; Carmeli & Waldman, 2007), 선행연구들에서 충분히 설

명하지 못한 측면들이 아직 존재한다(Aguinis & Glavas, 2012; Gond, El

Akremi, Swaen, & Babu, 2017; Rupp & Mallory, 2015).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CSR이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태도(인식된 외부명성, 조

직몰입, 조직동일시, 조직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Kim

et al., 2010, Farooq et al., 2014, Carmeli et al., 2007, Brammer et al.

2007, Vlachos et al., 2010, Valentine and Fleischman, 2008)는 많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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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CSR과 조직구성원의 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

심을 덜 받았는데 이는 관련 연구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Aguinis & Glavas, 2012; Gond, El Akremi, Swaen, & Babu, 2017;

Rupp & Mallory, 2015).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과 태도 등이 무척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인식과 태도는 결국 조직

내에서 ‘행동’으로 변환될 때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고

려해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구성원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이러한 관점에서 CSR과 조직구성원의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

는 작동기제를 밝히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CSR이 구성원

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이 부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Aguinis &

Glavas, 2012; Gond, El Akremi, Swaen, & Babu, 2017; Rupp &

Mallory, 2015).

셋째, CSR 관련 다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CSR과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조절하는 변수로써 개인적 가치, 이념, 성별 지위 등 ‘개인 수준’의 변수

들(Brammer et al., 2007; Rupp et al., 2013; Jones, 2010; Peterson,

2004)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을 뿐, 직무 과부하 같은 직무특성에 대해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Aguinis & Glavas, 2012; Gond, El

Akremi, Swaen, & Babu, 2017; Rupp & Mallory, 2015). 물론 조직 구

성원의 개인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에서 개인은 ‘직무’를 매개

로 조직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직무 특성이 조직의

CSR의 영향력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

요하다.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SR이 조직구성원이 수행하는 일의 의미를 높여 조직몰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이하

OCB)을 향상시킨다고 제안한다. OCB는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행하

는 역할 외 활동으로 공식적인 보상체계에 속하지 않는 자발적이고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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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데(Brief & Motowidlo, 1986; Organ, 1988), 이러한

OCB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적

자원결과의 한 요소이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알려졌는데,

OCB는 이직률, 결근, 직업 만족도 등 다양한 조직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Organ & Ryan, 1995; Saari & Judge 2004; Wegge

et al. 2007). 이러한 점에서 CSR이 조직구성원의 자유재량적 활동인 조

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더불어 CSR과 조직시민행동 간 작동기제를 밝히기 위한 매개변수로

일의 의미와 조직몰입을 연구하고자 한다. 조직구성원들은 일을 통해 금

전적인 이득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실현을 추구하는데

이를 통해 조직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조

직구성원의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

의 의미가 CSR과 조직시민행동과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일의 의미란 조직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믿음, 가치관, 태도(Nord, W. R., Brief, A. P., Atieh, J. M., &

Doherty, E. M., 1988)에서부터 그들의 일의 심리적 경험과 의의

(Wrzesniewski, A., Dutton, J. E., & Debebe, G., 2003)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게 정의되곤 한다. 일의 의미는 조직동일시, 직무만족, 직원참여, 조

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 태도와 행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sso, B. D., Dekas, K. H., &

Wrzesniewski, A., 2010; Wrzesniewski, A., & Dutton, J. E., 2000;

Bunderson, J. S., & Thompson, J. A., 2009; Cardador, M. T., Dane, E.,

& Pratt, M. G., 2011; May, D. R., Gilson, R. L., & Harter, L. M.,

2004; Wrzesniewski, A., McCauley, C., Rozin, P., & Schwartz, B.,

1997).

앞선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의 의미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걸 알았다.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직에 대하여

애착심을 갖고 조직에 남아 있으려 하며 조직이 요구하는 이상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성향을 의미한다(Mowday, Porter, & Steers, 199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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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관점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일이 더욱

가치 있다고 느끼는 조직구성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을 보여주

게 될 것이다(Chawla & Cuda, 2010). 이는 조직에서 제공하는 일을 통

해 일의 의미를 느끼고 이에 대한 보답의 의무로 조직에 대해 더욱 애착

을 갖게 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직무과부하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일 것임을

밝힐 것이다. 직무과부하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어진 시간 내에 요

구되는 일이 과도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Caplan & Jones,

1975). 직무과부하가 직무에 대한 만족이나 직장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

을 감소시키는 등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 그리고 행동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Kadushin & Kulys, 1995;

Grundeld, Zitzeisberger, Coristine, Whelan, Aspelund, & Evans, 2005).

직무과부하 상태에서 조직 구성원은 스트레스와 긴장, 자부심, 자신감 및

동기부여 저하, 소진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Perrewé et

al., 2005; Pearson, 2008; Yip, Rowlinson & Siu, 2008). 이러한 점에서

조직구성원들이 본인의 업무가 과도하다고 느낄 경우 조직이 CSR활동

을 많이 수행한다고 하여도 조직에 대한 반감과 CSR 활동에 대해 냉소

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오히려 조직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고

조직 친화적인 행동을 수행하지 못 할 수 있다(Maslach & Leiter, 2008;

Schaufeli & Bakker, 2004; Shalley & Gilson, 2004, Li et al., 2015). 이

와 반대로 조직구성원들이 직무과부하가 낮다고 느끼는 경우 CSR 활동

을 더욱 높게 인지하고 조직에 애착을 가지며 조직구성원의 재량적인 활

동도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CSR이 일의 의미와 조직몰입의 순차적 매

개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직무과부하라는 직무특성이 CSR의 긍정적 영향력을 반

감시킨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CSR 연구의 이론적 확장 및 실무 영역에

기여하고자 한다.



- 5 -

제2장 이론 및 가설

2.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 및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Aguilera et al. 2007; Balmer 1998; Sen and Bhattacharya, 2001;

Zenisek 1979), CSR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

루어졌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CSR의 개념과 역할은 초기 1970년대에

사회적 환경에 대한 대응 또는 반응으로 사회적 성과 달성을 강조하였으

며(Carroll, 1999), 1980년대 이후 CSR은 Freeman(1984)의 이해관계자이

론(stakeholder theory)의 관점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이윤 창출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사회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의 재

무적 성과로 관심이 흘렀다(McGuire, Sundgren & Schneeweis, 1988).

이후 CSR에 대한 관심은 조직수준을 넘어 개인수준에서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CSR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가에 중점을 두며

(Barnett, 2007; Schuler & Cording, 2006) CSR이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전략적 관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CSR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

부분의 연구들이(Orlitzky et al., 2003; Snider et al., 2003) 거시적 관점

에서 조직의 전략, 재무 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미시적 관점에서 CSR

이 조직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충

분치 않은 실정이다(Aguilera, Rupp, Williams, & Ganapathi, 2007;

Aguinis & Glavas, 2012; Muller, Hattrup, Spiess, & Lin-Hi, 2012).

CSR이 조직 내부의 자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조직의 인

적작원이 기업의 중요한 내부자원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CSR이 조직구

성원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

는 일이다.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CSR이 조직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인식

과 태도를 형성하여,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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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Brammer et al. 2007; De Gilder et al. 2005;

Dhanesh 2014; Farooq et al. 2013; Hofman & Newman 2014; Maignan

& Ferrell 2004; Stites & Michael 2011; Turker 2009).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미시적 관점인 개인 수준에서 기업 내부의 주

요 자원인 조직구성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태도를 보이는 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이 조직구성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 및 조직구성원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기제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2.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조직시민행동(OCB)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직시민행동(OCB)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제안한다. 조직행동 분야에서 조직시민행동(OCB)은 조직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조직구성원들의 특별하고 재량적인 활동을

의미한다(Podsakoff et al. 2000; Van Dyne et al. 1994). 많은 선행 연구

를 통해 OCB가 이직률, 결근, 직업 만족도 등 다양한 조직성과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Organ & Ryan 1995; Saari & Judge

2004; Wegge et al. 2007). CSR과 OCB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들이 본인이 속한 조직이 사회에 헌신하거나 기여하

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조직에 대한 보답의 행동으로 조직시민행

동에 참여하게 되며(Organ 1988; Hansen et al., 2011; Jones, 2010; Lin

et al., 2010; Rupp et al.,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구성원

들의 인식이 높아질 때 조직시민행동이 증가한다고 밝혔다(Blau 1964;

Organ 1988).

이러한 관계를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 살펴보았을 때, 조직구성원은 자

신이 속한 조직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긍적적으로 인식되게 되면, 이

러한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조직과 공동 운명체로 인

식하게 되고, 동료, 조직에게 도움을 주는 자발적 행동인 조직 시민행동

을 일으키게 된다(Lin et al., 2010; Porter & Kramer, 2006).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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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긍정적 영향관

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하다.

가설 1 : CSR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3. CSR과 OCB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조직몰입의 순

차적 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와 조직몰입이 CSR과 OCB 간의 관계에서 순

차적으로 매개한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CSR은 조직 구성원의 일의

의미를 강화하고 이로 인하여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이 증가할 것이다. 마

직막으로 강화된 조직몰입이 OCB 수준을 촉진할 것이다.

2.3.1. CSR과 일의 의미

조직구성원들에게 일이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수단일뿐 아니

라 조직 내에서 자신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느끼는 성취감과 계

급이 상승함에 따라 열망하는 지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이러

한 점에서 일은 물질적 안락함을 추구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

아를 실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부여한다(Baumeister &

Vohs, 2002; Bauman & Skitka, 2012; Pratt & Ashforth, 2003; Rosso et

al., 2010).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일의 의미가 CSR 활동을 통해 조직구

성원들의 자기효능감과 자긍심 등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이 수

행하는 일의 의미도 더 크게 느껴진다고 밝혀졌다(Baumeister & Vohs,

2002; Gecas, 1991; Grant, 2007; Grant, Campbell, Chen, Cottone,

Lapedis, & Lee, 2007; Rosso et al., 2010; Wrzesniewski & Dutton,

2001). 또한 긍정조직학(Cameron et al., 2003)은 일의 의미가 조직 내

구성원의 웰빙과 심리적 만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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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on et al., 2003). 이러한 점에서 일의 의미가 조직구성원의 태도

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성과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규명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경영목표 달

성에 기여하거나, 본인이 속한 조직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수행

한다고 인지하였을 때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 사회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인식하

고, 그로 인해 일의 목적, 의미, 가치를 경험한다(Bauman &

Skitka,.2012; Baumeister & Vohs, 2002; Grant, 2007; Pratt & Ashforth,

2003; Wrzesniewski et al., 2003).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은 조직 구성원이 일을 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적절한 동기

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조직의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조직과 동일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Aguilera et al. 2007). 이상

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구성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통해 본인이 속한 조직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한다고

인식하며, 궁극적으로 일의 의미가 향상될 것이다(Brief & Nord, 1990;

Locke & Brief, 1990; Roberson, 1990).

가설 2 : CSR은 일의 의미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3.2. 일의 의미와 조직몰입(OC)

본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거라고 제

안한다. 일의 의미는 조직구성원에게 일이 자기의 삶의 일부로서 의미가

있으며, 더불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일과 조직의 성과 요인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Ashmos & Duchon, 2000). 이

러한 점에서 일의 의미가 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osso et al., 2010). 일

의 의미는 조직 내 중요한 성과 변인들인 직무만족, 결근, 업무 동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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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먼트, 조직동일시, 조직몰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Hackman &

Oldham, 1980; Roberson, 1990; Spreitzer, 1996; Pratt, Rockman &

Kaufman, 2006).

조직몰입이란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조직에 몰두하

는 경향으로(Mowday, 1999), 조직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고 조

직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Mayer & Allen, 1991). 일부 선

행연구를 통해 일의 의미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Milliman, Czaplewski & Ferguson, 2003; Rego & Cunha, 1986; Meyer

& allen, 1986). 이러한 결과는 사회교환이론에 의해 조직 구성원들이 자

신의 조직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면 조직에 대한 보답

의 의무감을 느낄 것이라고 제안하는데(Blau, 1964; Gouldner, 1960;

Eisenberger, Cotterell, & Marvel, 1987), 즉, 일의 의미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애착 등)을 인지하는 조직 구성원들은 보답의 의무로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조직몰입 등)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정체성 이론

에서 보면, 조직에서 조직구성원이 수행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인지할 때 조직구성원

들은 일의 의미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조직에 대하여 공동운명체

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곧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은 일의 의미를 통해 조직에 느끼는 긍정적인

태도로서 조직몰입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가설 3 : 일의 의미는 조직몰입(OC)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

다.

2.3.3. 조직몰입(OC)과 조직시민행동(OCB)

조직시민행동이란 조직구성원이 별도의 보상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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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한 조직의 발전을 위한 선택적이고 재량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Organ & Konovsky, 1989). 이는 조직구성원에게 규정된 행동이 아닌

주어진 역할 외의 행동들 중 조직에 이로운 행동으로 볼 있다. 많은 선

행연구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에서 직무성과나 조직유효성에 중요

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Bolino & Tnrnley, 2003), 조직의 생산성, 조직

의 여유자원, 조직분위기, 환경 적응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

혔다(Meyer & Allen, 1991; Psdsakoff & Mackenzie, 1997). 조직시민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긍정정서, 내적동기, 성실성의 개인적 특성

(Lee & Allen, 2002)과 조직신뢰,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적 요인(Charles

& SchWepker Jr, 2001)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조직몰입이 강한 조직구

성원은 조직에 대한 소속의 욕구와 심리적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에

서 요구하지 않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Blau & Boal,

1987; O’Reilly & Chhatman, 1986; Weng et al., 2010). 조직에 대한 강

한 정서적 애착을 가진 구성원일수록 조직에 긍정적인 시민행동을 증가

시킬 것이며, 이와 반대로 조직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을 적게 느낀는

조직구성원들은 선택적이고 자유 채량적인 행위 시민행동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조직몰입이 강한 조직구성원은 물질적 보상

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조직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려는 조직

시민행동 의지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몰입은 조직시민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Meyer & Allen, 1991; Podsakoff &

MacKenzie, 1994)

가설 4 : 조직몰입(OC)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3.4. 상황-태도-행동 프레임 워크에 기반한 가설 통합

본 연구에서는 순차 매개 모델을 상황-태도-행동 프레임 워크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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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Mulki, Jaramillo, 2009; Ozcelik, Langton, 2008), CSR과 일의

의미,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간 관계를 설명하는 위의 가설들을 결합하

여 일의 의미와 조직몰입이 CSR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

로 매개한다고 제안하다.

가설 5 : 일의 의미와 조직몰입은 CSR과 OCB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한다.

2.3.5. CSR과 일의 의미의 관계에서 직무과부하의 조절효과

직무과부하는 주어진 시간과 상황, 그리고 자신의 역량에 비해 요구되

는 업무와 책임이 너무 과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Bolino &

Turnley, 2005) 직무과부하의 원인으로는 장시간의 고난이도 작업, 초과

근무에서 오는 압박, 부족한 휴식, 무리한 기대수준 등이 있으며(Avery

et al., 2010),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장시간의 근로시간이다. 직무과부하는

조직 구성원의 스트레스와 긴장 유발, 자부심, 자신감 및 동기부여 저하,

소진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Perrewé et al., 2005;

Pearson, 2008; Yip, Rowlinson & Siu, 2008; Aminah, 2010). 또한 조직

측면에서 직무과부하는 이직의도를 높이며 직무만족과 직무열의, 조직몰

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Hang-Yue, Foley, &

Loi, 2005; Chen, Lin, & Line, 2011). 선행연구들은 일의 의미에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 유능감, 자긍심을 언급하였는데(Baumeister

& Vohs, 2002; Gecas, 1991; Grant, 2007; Grant et al., 2007; Rosso et

al., 2010; Wrzesniewski & Dutton, 2001), 직무과부하로 인해 지속적으

로 스트레스를 경험한 조직구성원은 높은 수준의 불안과 좌절, 정서적

소진으로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앞서 언급한 자기 효

능감, 유능감, 자긍심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직무과부하

는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일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CSR활동과 일의 의미

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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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라 조직의 CSR은 조직구성원의 자긍심과 효

능감, 유능감을 높여 일의 의미를 더욱 향상시키지만 직무과부하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구성원들이 경험했던 자기 효능감과 유능감, 자긍심 또한 감소하거

나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가

CSR과 일의 의미의 관계를 줄여주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가설 6 : 직무과부하는 CSR과 일의 의미 간의 관계에 조절효

과를 나타낼 것이다.

요약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CSR)이 조직 구성원의 일의 의미를

향상시켜 조직몰입(OC)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시민행동(OCB)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제안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행이 일

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직무과부하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CSR을 독립변수, 조직시민행동을 종속변수, 일의

의미, 조직몰입을 매개변수, 직무과부하를 조절변수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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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내  용 빈  도 비율(%)

성별 남성 189 50.1

<그림 1> 연구모형

제3장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 있는 다양한 형태, 크기를 지닌 기업들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횡단 연구(cross-sectional

research)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세 시점에 걸쳐서 응답을 확보하

였다. 각 변수는 5∼6주 간격으로 수집하였다. <표1>에서 응답자의 특성

을 살펴보면 총 377명 중 남성이 189명(50.1%), 여성이 188명(49.9%)이

었다. 연령대는 20대 : 14.3%, 30대 : 36.3%, 40대 : 33.4%, 50대 :

15.9%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8.5%, 전문대졸이

18.6%, 대졸 61.8%, 대학원졸이 11.1%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는 2년미만

이 21.2%, 2년 이상∼5년미만이 25.5%, 5년이상∼10년미만이 20.9%, 10

년이상∼15년미만이 14.4%, 15년이상∼20년미만이 9.8%, 20년 이상은

8.2%로 나타났다. 그들의 직급은 사원 24.7%, 대리 22.0%, 과장 23.1%,

차장 9.5%, 부장 12.7%, 기타 8.0%가 포함되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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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내  용 빈  도 비율(%)

여성 188 49.9

연령

20~29세 54 14.3

30~39세 137 36.3

40~49세 126 33.4

50~59세 60 15.9

학력

고졸 32 8.5

전문대졸 70 18.6

대졸 233 61.8

대학원졸 42 11.1

근속연수

2년 미만 80 21.2

2~5년 미만 96 25.5

5~10년 미만 79 20.9

10~15년 미만 54 14.4

15~20년 미만 37 9.8

20년 이상 31 8.2

직급

사원 93 24.7

대리 83 22.0

과장 87 23.1

차장 36 9.5

부장 48 12.7

기타 3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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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

본 연구는 CSR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고 일의 의

미, 조직몰입을 매개변수(mediation variable)로 직무과부하를 조절변수

(moderated variable)로 조직시민행동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설문조

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시점별로 서로 다른 응답자에게 데이터를 수집하

여 동일방법편의에 의한 오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3.2.1. CSR

CSR을 측정하기 위해서 Turker와 그의 동료들(2009)이 개발한 12개 문

항을 활용하였다. 이들은 CSR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4가지(환경, 사

회, 직원, 고객)를 선택하여 각 항목별 3개의 문항을 개발했다.

이 척도는 환경, 지역 사회, 직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영역의 설문지로 구성된 이해 관계

자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첫 번째 ‘환경’ 항목은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에 참여한다’,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자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미

래 세대들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사회’ 항목은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사회의 안녕(행복)을 증

진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들에 참여(기여)한다’, ‘내가 속한 회

사(조직)는 공익을 위한 사회 단체나 자선 단체에 기부금을 낸다’,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직원’ 항목은 ‘내가 속한 회사(조직)의 정책

은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경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한다’, ‘내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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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조직)의 경영진은 임직원들의 욕구들과 필요들에 관심이 많다’,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임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고객’ 항목은 ‘내가 속한 회사(조직)

는 고객들에게 제품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내

가 속한 회사(조직)는 단순히 법적 요구 조건(기준)들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고객을 만족키시는 것은 우리 회

사(조직)에 매우 중요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3.2.2. 일의 의미

일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Bunderson & Thompson(2009)의 문항과

Wrzesniewski와 그의 동료들(1997)이 개발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해 사용했다.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는 일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

무는 의미 있고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

로 만드는데 기여 한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다’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일의 의미의 핵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위 5문항을 선택

하였다

3.2.3. 조직몰입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Meyer & Allen(1997)의 척도에서 5 가지 항

목을 활용했다.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에 강한

애착과 소속감을 느낀다’, ‘우리 회사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

다’, ’내 남은 직장 생활을 우리 회사에서 계속한다면 참 행복할 것 같

다’, ‘나는 우리 회사에 정서적인 애착을 느끼고 있다.’, ‘나는 회사에서

내가 회사의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낀다’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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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직무과부하

직무과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Cousins et al.(2004), Beehr, Walsh, &

Taber(1976)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

은 일을 하는 것 같다’, ‘나에게 요구된 일의 양이 너무 많다’, ‘나에게 주

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나는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 마

감 시간이 촉박하다’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5.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Becker & Vance(1993)의 조직시민행동

설문 중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은 ‘이 직원은,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동료들을 돕는다’, ‘이 직원은, 직장에서 동료가

가 직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연민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경청

해준다’, ‘이 직원은 직장에서 힘이 약한 동료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을 돕는다’, ‘이 직원은, 직장에서 동료가 다른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몰아

세워지고 있을 때(혹은 비난 받고 있을 때) 그를 변호하려고 한다’, ‘이

직원은, 직장에서 신입 사원이 직장과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 로 구성되어 있다.

3.2.6.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CSR와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일의 의미, 조직몰입과

직무과부하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각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통제요인을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근

속연수, 직급 등 5개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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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여성은 0, 남성은 1로 분석하였다.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1, 30세 이상～40세 미만은 2, 40세 이상～50세

미만은 3, 50세 이상～60세 미만은 4로 설정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

업 이하는 1, 전문대학 졸업은 2, 대학교 졸업은 3, 대학원 졸업 이상은

은 4로 설정하였다. 근속연수는 2년 미만이 1, 2년 이상～5년 미만이 2,

5년 이상～10년 미만이 3, 10년 이상～15년 미만이 4, 15년 이상～20년

미만이 5, 20년 이상이 6이다. 직급은 사원은 1, 대리는 2, 과장은 3, 차

장은 4, 부장은 5 이상은 6으로 설정하였다.

3.3. 설문지 구성

<표 2> 설문문항

구분 문항수 출처

CSR

환경

12 Turker et al.(2009)
사회
직원
고객

조직시민행동 5 Spector & Bauer(2010)

일의 의미 5
Bunderson & Thompson.(2009)
Wrzesniewski et al.(1997)

조직몰입 5 Meyer & Allen(1997)

직무과부하 5
Cousins et al.(2004)

Beehr et al.(1976)

통제변수 5

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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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4.1. 분석방법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변수별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시시하였고, Cronbach’s

α값을 활용하여 변수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등 응답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근속연수, 직급 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4.2. 신뢰도 분석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를 나타

내는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으로 Cronbach’s α값이 0.6이상이면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뢰도 분석결과 CSR은 0.910, 조직시민행동은

0.906, 일의 의미는 0.894, 조직몰입은 0.927, 직무과부하는 0.916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6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

수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3>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3>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변 수 항목 수 Cronbach’s α값

CSR 12 0.910

조직시민행동 5 0.906

일의 의미 5 0.894

조직몰입 5 0.927

직무과부하 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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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CSR1 .200 .102 .705 .277

CSR2 .235 .073 .723 .302

CSR3 .247 .152 .811 .387

CSR4 .239 .055 .758 .310

CSR5 .230 .072 .628 .213

CSR6 .281 .022 .732 .321

CSR7 .310 .007 .738 .365

CSR8 .369 .030 .704 .347

CSR9 .365 .030 .704 .347

CSR10 .365 .023 .727 .365

CSR11 .253 -.041 .591 .393

CSR12 .256 .006 .638 .391

직무과부하1 -.031 .853 .069 .064

직무과부하2 -.094 .824 .059 .036

직무과부하3 .-.001 .879 .110 .073

직무과부하4 -.075 .757 .020 .008

직무과부하5 .007 .839 .088 .047

일의 의미1 .512 .002 .346 .806

일의 의미2 .491 -.033 .340 .657

일의 의미3 .463 .055 .386 .835

일의 의미4 .411 .137 .407 .811

일의 의미5 .523 .086 .373 .827

조직몰입1 .813 -.086 .394 .511

4.3. 타당도 분석

타당도 분석을 측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이 조직시민행동 변인은 응답자의 상사

로부터 측정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에서 자유로워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4>과 같

이 도출되었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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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2 .724 .031 .338 .498

조직몰입3 .858 -.110 .379 .511

조직몰입4 .929 .-.050 .363 .518

조직몰입5 .878 -.078 .381 .465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요인 적재치 기준 0.4 이상) 본 연구의 설

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χ2 = 299.021 (df = 143, p <

0.005), RMSEA = 0.054, NFI = 0.942, TLI = 0.963, CFI = 0.969

이다. RMSEA 값은 0.06이하로 나타났고 NFI, TLI, CFI 값이 0.9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비교

Chi-square 자유도 NFI TLI CFI RMSEA

4요인 모형 299.021 143 0.942 0.963 0.969 0.054

3요인 모형 849.224 146 0.835 0.835 0.859 0.113

2요인 모형 1187.133 148 0.769 0.759 0.791 0.137

1요인 모형 1907.394 148 0.630 0.592 0.647 0.178

4.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9>와 같이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CSR과 매개변인인 일의 의미가

.449**로 유의하여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매개변인인 일

의 의미와 조직몰입이 .631**로 유의하여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조직몰입과 종속변인인 조직시민행

동과는 .383**로 유의하여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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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

차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1.5 .051 1 　 　 　 　 　 　 　

2. 연령 2.51 .926 -.446** 1 　 　 　 　 　 　

3. 학력 2.76 .761 -.106
*

.018 1 　 　 　 　 　 　 　

4. 근속년수 4.95 3.156 .005 .053 .042 1 　 　 　 　 　 　

5. 직급 2.88 1.587 -.427** .414** .237** .070 1 　 　 　 　 　

6. CSR 3.16 .703 -.210** .302** .086 .084 .154** 1 　 　 　 　

7. 직무과부하 2.65 .870 -.168** .131* .005 -.070 .067 -.372** 1

8. 일의 의미 3.12 .823 -.178** .213** .154** .067 .055** .449** -.290** 1

9. 조직몰입 2.88 .915 -.228** .329** .100 .048 .222** .434** -.254** .631** 1

10. OCB 3.18 .755 -.113* .120* .055 .065 .094 .340** -.189** .439** .383** 1

주) N=247, 
*
P<0.05, 

**
P<0.01, ***p<0.001(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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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구조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CSR과 조직시민행동 간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일의 의

미와 조직몰입의 순차적 매개 모형을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직무몰입,

매개변인인 일의 의미, 조직몰입과 종속변인인 조직시민행동의 완전매개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2> 기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연구모형 대안 모형

<표 7> 연구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Chi-square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568.579 259 .940 .930 .056

대안모형 586.026 260 .937 .927 .058

불완전매개모형은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자유도 1이 낮아졌으나,

Chi-square 값이 더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모형은 불완

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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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SEM 분석을 수행했다. 모델

의 적합지수는 충분히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χ2 = 586.026 (df =

260), CFI = 0.937, TLI = 0.927, RMSEA = 0.058).

<그림 3>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모형에서 CSR이 조직시민행동을 증가(.260***)시킴으로서 CSR

이 일의 의미를 증가(.443***)시킴으로써 가설 2를 지지하고, 일의 의미가

조직몰입을 증가(.673***)시키는 것을 지지하여, 가설 3을 지지하였으며,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을 증가(.438***)시키는 것을 지지하여 가설 4를

지지하였다. 앞선 가설2, 가설3, 가설4가 지지되면서, 가설 5가 지지하였

다. CSR이 일의 의미에 또한 직무과부하의 조절효과는 일의 의미에 부

(-)의 영향(-.180***)을 미쳐 가설6을 지지하였다.

4.7 조절효과 분석

직무과부하가 CSR과 일의 의미의 관계를 감소시키는지 검증하기 위

해, 독립변인인 CSR과 조절변인인 직무과부하로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

다. 상호작용항과 매개변인인 일의 의미와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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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띠라서 가설 6은 채택되었다.

<그림 4> 조절효과 분석

4.8. 부트스트랩

일의 의미와 조직몰입이 CSR과 OCB의 관계에서 순차적으로 매개한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5,000개의 샘플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분석 방법은 매개효과가 가지고 있

는 비대칭 및 비정규 샘플링 분포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기

존 연구방법 중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Shrout, Bolger, 2002). 본 연구

는 95%의 신뢰구간을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신뢰구간은 0을 포

함하지 않았다(.082 .190). 따라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의 의미와 조직몰입이 CSR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가설 5가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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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에 따른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SR이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수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기업

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다. 기존

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태도(직무몰입, 조

직동일시, 조직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

다. 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 등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그러한 인식과 태도는 결국 조직 내에서 ‘행동’으로 변

환될 때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시민행동 간과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둘째, CSR과 조직구성원의 행동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

기제로 일의 의미를 사용하면서 기존 CSR 관련 연구의 논지를 지지하

는데 기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CSR과 일의 의미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지만(Aguinis et al., 2012, 김병직, 2018) 이를 밝히

는 실증적 연구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Rosso et al., 2010). 이러한

점에서 CSR과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간 작동기제로 일의 의미를 사

용함으로서, CSR이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교하게 분

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김병직, 2018). 셋째, CSR이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특성 변수와의 관계를 밝히면서 기존

CSR 관련 연구의 폭을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에 CSR

과 조직구성원 간 관계에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직무과부하를 조절

변수로 사용하면서 조직구성원의 직무가 과도할 경우 일의 의미가 줄어

들고 CSR 활동이 오히려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도 부정적으로 끼

친다는 연구결과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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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사적 CSR활동에 대한

조직차원의 적극적 투자 및 조직 내 의사결정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

지가 필요하다. 조직 구성원들은 CSR활동을 통해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으며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데, 이는 조직에 대

한 애착과 몰입으로 변환되고 결국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다양한 조

직성과로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이 CSR 관련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할 때 단순히 조직의 명성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손익관점이

아닌 CSR 활동의 실체인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헌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CSR활동이 긍정적인 조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의 공감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조직이 CSR을 경제적 이익만을 창

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개인 성과 평가 지표로 적용할 경우

조직 구성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조직구성들의

업무가 과도한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정서적 소진 등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조직구성원들이 직무과부하를 느끼

고 있는 상황에서 CSR 활동이 오히려 조직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반

감과 조직이탈을 유도 할 수 있다. 직무과부하 상태에서 CSR 정ㅎ조직

구성원이 CSR을 조직의 경제적 이익만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지

하거나 또는 조직 내 사회공헌 활동 개인 성과 평가 지표로서 개인의 성

과에 적용되어 진다면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 될 것이다.

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위와 같은 이론적, 실무적 함의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일부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독립변수 인

CSR이 매개변수인 일의 의미와 조직몰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조직

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단순한 모형으로 설정하였지만, 조직몰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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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시민행동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 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룰 통하여 이러한 관계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종속변인으로 조직시민행동을 규명

하였다. 그러나 조직시민행동이 기존 연구들(Hansen et al., 2011; Jones,

2010; Lin et al., 2010; Rupp et al., 2013)에서 충분히 다루어 졌는데도

조직시민행동을 종속변인으로 그대로 활용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에는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 또는 윤리적 행동, 환경관련 주

도적 활동 등의 다양한 조절변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CSR과

각 변수간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하지 못하였다.

CSR이 조직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정체성 이론, 사회교

환이론을 활용하여 일의 의미와, 조직몰입을 설명하였다. 각 변인 간 여

러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상호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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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the 

meaningfulness of work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control of over loading 

duties

Chang-Young, Kim

Abstract

Social and corporate interest in CSRs is increasing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strategic attribute for the survival and 

competitive advantage of a company. Against this backdrop, 

research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CSR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but scholars have not paid enough 

attention to research that reveals the impact of CSR on 

behavioral changes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the 

mechanisms for operating such behavior changes.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the effect of CSR on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and the meaning of work in 

this relationship, the intermediary effect of organizational 

immersion, and the control effect of task overload.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confirm through which channels the 

CSR improves the behavior of organizational citizens. 

A survey of 377 workers was conducted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CSR showed a meaningful (+)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the work, organizational immers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and the meaning of the 

work positiv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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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ganization citizen's. We also adjusted the influence of 

CSR on the meaning of work under the task overload. 

This study confirmed that CSR has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by increasing the meaning of 

organization members' work and strengthening 

organizational immersion. It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identifies the meaning of work and the mediated 

effect of organizational immersion in CSR and 

organizational civic action, and empirically identifies the 

effect of task overload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work meaning. In this regard, the organization 

proposed practical implications that active investment in 

CSR activities and full support from management should be 

required, as well as the consensus and understanding of 

CSR activities should be prioritized.

Keywords : CSR, meaning of work, organizational 

immersion, organizational civic action, job 

over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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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문 항

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연 번 문 항

1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

동들에 참여한다.

2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자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3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미래 세대들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을 목표로 한다.

4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사회의 안녕(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캠

페인이나 프로젝트들에 참여(기여)한다.

5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공익을 위한 사회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

금을 낸다.

6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수행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7
내가 속한 회사(조직)의 정책은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경력

을 개발하도록 격려한다.

8
내가 속한 회사(조직)의 경영진은 임직원들의 욕구들과 필요들에 

관심이 많다.

9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임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격려하고 지원

한다.

10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고객들에게 제품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

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11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단순히 법적 요구 조건(기준)들을 충족하

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12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 회사(조직)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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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무과부하

연 번 문 항

1 나는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2 나에게 요구된 일의 양이 너무 많다.

3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4 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5 내가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 마감 시간이 촉박하다.

Ⅲ. 일의 의미

연 번 문 항

1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2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는 일을 선택할 것이다.

3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의미 있고 중요하다.

4 내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한다.

5 내가 하는 일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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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직몰입

연 번 문 항

1 나는 우리 회사에 강한 애착과 소속감을 느낀다.

2 우리 회사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3
내 남은 직장 생활을 우리 회사에서 계속한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

4 나는 우리 회사에 정서적인 애착을 느끼고 있다.

5 나는 회사에서 내가 회사의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낀다.

Ⅴ. 조직시민행동

연 번 문 항

1 이 직원은,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동료들을 돕는다.

2
이 직원은, 직장에서 동료가 가 직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연민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경청해준다.

3
이 직원은 직장에서 힘이 약한 동료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돕는다.

4
이 직원은, 직장에서 동료가 다른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몰아세워

지고 있을 때(혹은 비난 받고 있을 때) 그를 변호하려고 한다.

5
이 직원은, 직장에서 신입 사원이 직장과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

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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