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조종사 조직에서 조직시민행동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이인재     이지환     차민석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 록 

 

 

조직시민행동은 공군조종사 조직과 같이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면서 

상호간의 신뢰와 공조가 긴요하게 요구되는 조직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

닌다. 본 연구에서는 공군조종사 20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공군조종사 조직에서 발생하는 조직시민행동의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

았다. 실증분석 결과, 통상적인 예측과 달리 조직시민행동이 이를 수행하

는 개인의 소진이나 조직불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의 불공정성이나 상관에 대한 신뢰와 같은 인지

부조화를 겪는 공군조종사들의 경우, 조직시민행동을 할수록 소진을 느끼

게 되고, 나아가 조직불만족이 커지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발견됐다. 

이처럼 조직시민행동의 부정적 효과를 촉발하는 상황적 변수에 대한 이

해는,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관리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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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에 대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를 제

시한 Organ(1988)은 “조직시민행동이란 공식적인 보상시스템에 의해 직

접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되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조직기능의 유효성이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라고 했다. 이처럼 통상적인 

개념 정의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듯이, 지금까지 조직시민행동(OCB: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 조직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서는 

조직시민행동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국내외에서 속속 발표되

고 있다(예, 김경석, 2006; Diane M. Bergeron, 2007). Organ & 

Ryan(1995) 역시 조직시민행동의 수행 정도가 높은 개인은 높은 과부하

에 시달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의 효과성에 기

여하는 긍정적인 개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군조종사 조직에서 조직시민행동의 부정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효과성이 다른 조직(예

를 들어, 기업)에 비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공군조종사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공군조종사 조직은 소규모의 전문가 집단으로, 조직원간 유대관계가 

타 집단에 비해 더욱 긴요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비행임무의 특성

상 모든 일과가 비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생활까지도 비행에 제한

을 받는다. 예를 들면 비행 전 12시간 내 음주금지와 8시간 이상 수면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비행편대원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비

행임무 성공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조직원간 유대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비행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teamwork)가 유지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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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인명 손실을 비롯한 극단적인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

에, 같은 비행대대원들은 한 울타리 안에서 공동 생활을 한다. 또한 전시

에 대비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조직원들의 사명감이 여타 조직에 비해 

높아 조직시민행동에 따른 체감수행정도, 즉 조직시민행동을 하면서 조직

생활에 과부하가 생긴다고 느끼는 정도가 타 조직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공중조종사 조직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요인인 원만한 대인관

계, 조직에 대한 충성심, 비행기량 발전을 위한 자기계발, 양심행동, 이타

행동 등이 조직의 유효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즉, 조직시민행동은 공군조종사 조직에서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 

그리고 조직과 조직원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행위

라 할 수 있다. 공군조종사 조직의 이러한 특성은 조직시민행동이 수행자

에게 초래하는 소진의 수준, 그리고 나아가 수행자가 조직에 대해 갖는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반영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에서 본 연구

는 출발한다.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조직시민행동이 오히려 부정적 효

과를 내고 있다면, 조직차원에서 반드시 그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군 2개 비행단과 2개 비행전대 소속 조종사 전원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조직시민행동

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소진을 매개로 하여 조직불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특히 조직시민행동과 소진 간의 관계나 (조직시

민행동과 조직불만족 사이에서) 소진의 매개효과에 인지부조화(조직의 불

공정성에 대한 지각과 상관에 대한 불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해 보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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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직시민행동의 개념과 차원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라는 용어를 최

초로 소개한 Bateman and Organ(1983)은 “조직시민행동이란 공식적으

로 명시된 역할 의무나, 계약에 의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는 보상에 근

거하지 않는 조직적으로 이득이 되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 또는 행

위”라 했다. 그 후 Puffer(1987)의 연구를 통해 보다 개념적으로 발전하

게 되었으나 이들의 연구는 단지 재량적이고 역할 외적인 행위들을 측정

하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규명하는 차원에 머물렀을 뿐

이다.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적 정의는 이후 

Organ(1988)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비공식적 직무행동이나 역할 외 

공헌행동도 조직성과나 조직유효성에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전

개했다. 여기서 자발적인 행위란 그 행위가 개인과 조직과의 고용계약에 

의해 명료하게 제시되는 역할 요구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직무기술서에 

기술되지 않은 행위이고, 따라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개인이 처벌

받지 않는 개인의 선택 문제인 것을 말한다.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해 직접적,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이 그러한 행위를 수행함으로 해서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개인의 조직시민행동의 수행과 보상과의 관계가 잘 

정의되지는 않았을 뿐이며 장기적으로 상사에 대한 인식을 통한 승진 또

는 월급의 상승 등을 통해 결국 보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서 또는 

언어적으로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집합적으로 

조직의 기능을 돕는다는 것은 조직시민행동은 개개의 행위는 미약해 보

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또 여러 사람이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할 때 조직

을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김필성, 2007).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개념이 개발된 이래로 여러 연구자들이 조직시민

행동의 하위차원에 관해 연구해 왔다. 연구자들은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관리자들에게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에 해당하는 종업원들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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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하게 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최창회(1994)는 선행 연

구들이 종업원 관점이 아닌 조직 관점에서 조직시민행동을 정의해 왔다

고 지적하면서 종업원과 관리자 모두가 조직시민행동으로 여기는 행동들

로 차원과 문항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조직시민행동을 6개의 하

위차원으로 분류했는데, 충성행동, 이타행동, 양심행동은 기존 연구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고, 정보활동, 대인관계활동, 자기계발활동은 우리나

라 기업에 독특하게 존재한다고 제시된 차원들이다. 

 

2.2.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수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수로 개인의 특질과 개인의 태도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개인의 특질 중에 개인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Gerge, 

1990; Organ & Konovsky, 1989), 상냥함, 양심적임(Barrick et al. 1992; 

Konovsky & Organ, 1993; Moorman, 1990; Organ & Lingel, 1992), 성

취욕구와 자율욕구(Puffer, 1987)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개인의 특

질 중에 조직시민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개인주의/집단주

의 성향이다(Moorman & Blakely, 1995; Dyne et al. 2000). 집단주의 성

향의 개인이 조직시민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태도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가장 넓게 사용되는 측정도

구의 하나는 직무만족이다. 직무만족은 직무와 관련된 여러 국면에 대한 

태도의 가중된 합계이다. 여기서 태도는 인지(Cognition)와 감정(Affect)

을 포함한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직무만족은 개인의 감정상태와 직

무에 대한 개인의 평가 등의 인지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Brief and Roberson(1987)의 감정상태(mood state)와 직무에 대한 

인지(job cognition)를 구별한 연구와 Organ and Konovsky(1989)의 직

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감정상태 중 어느 것이 조직시민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감정상태보다는 직무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가 조직시민행동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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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시민행동은 고려되고 통제된 결과이고 충동적이거나 단순한 감정상태

의 표현이 아닌 인지적 평가에 더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만족의 관계는 두 가지의 연구흐름에서 설명되어

왔다. 첫째는 기존의 사회심리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은 개인의 긍정적인 기분을 반영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기분

은 곧 조직시민행동을 이끈다는 연구이다. 둘째는 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논리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Blau(1964)의 사회교환이론을 배

경으로 하며 개인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상대방에 보답하려 하는 경향

에 따라 조직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경우 이에 대한 호혜관계를 논리적

인 판단을 통해 조직에 보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직시민행동을 수행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연구되는 개인의 태도는 공정성지각, 신뢰, 

조직의 지원, 복지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그 중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를 보면 Scholl et al.(1987)의 연구에

서 급료만족은 역할외 행동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급료공평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Farh et al.(1990)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은 상

사의 공평성을 통제할 경우 조직시민행동과 아무 관계도 보이지 않음을 

고찰했다. 이는 조직원이 조직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들의 자발적 

행동들이 언젠가는 보답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고 따라서 조직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금이나 지위, 또는 상급자의 지원 등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개인은 조직시민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철회한다(Organ, 1990; 

Williams et al. 1991). 교환이념(Exchange Ideology)이 높은 사람들이 

조직의 지원과 조직시민행동간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Witt, 1991).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개인은 조직시민행동을 조직과의 교환관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Organ(1990)은 공정성 

인지와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조직원과 조직과의 관계

를 경제적 교환관계와 사회적 교환관계로 나누고 일반 조직은 사회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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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계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교환관계인 경우 개인이 조직이 원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수행할 경우 급료의 상승이나 지위의 상승 등 추가적

인 결과물이 나오지만 개인은 그러한 결과물을 가져올 행위들을 수행할 

시기를 잘 모르고 언제 그런 결과물이 주어질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따

라서 조직이 공평하다고 느낀다면 개인은 조직시민행동을 계속 수행할 

것이고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면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고려되는 원인변수로 리더십이 있다. 조직활동에 있어 종업

원과 리더와의 상호작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리

더십 이론들은 호혜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리더의 지원행위가 종업원들

에게 일종의 도움행위로 인식되고 따라서 이러한 도움행위에 대한 보답

으로 조직시민행동을 한다는 것이다(Smith et al. 1983; Schnake et al. 

1991; Farh et al. 1990). 이러한 설명은 조직시민행동 중 이타행위에는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으나 순응행위를 비롯한 다른 비개인적 조직시민

행동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비개인적인 조직시민행동

을 설명한 리더십 이론은 변혁적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주어진 목

표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하급자의 인식수준을 제고시키고, 하급자가 

자기이익을 초월하여 집단이나 조직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게 만들고, 

하급자의 요구수준을 Maslow(1954)가 제시했던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림

으로써 하급자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이와 대응되

는 것으로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가 하위자에게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주

고, 자신이 하위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여, 하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떠한 대가가 돌아갈 것인지에 관한 합의 또는 신상필벌

을 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김필성, 2007).  

 Podsakoff et al.(1990)은 변혁적 리더십이 신뢰를 통해 조직시민행

동을 이끌어 냄을 보였다. 조직원이 기대이상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리더

에 의해 동기부여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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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이다. 대상에 대한 높은 신뢰가 조직시민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2-3. 조직시민행동과 성과 
 

조직시민행동은 동료 조직원과 경영자의 생산성을 늘리거나, 유휴자

원을 증가시켜 더 생산적인 일에 쓰이게 하거나, 희소한 자원을 단지 조

직을 유지시키는 기능에만 쓰이지 않도록 하거나, 업무 그룹간 조화로움

을 돕는다든가, 최선의 조직원을 유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조직의 업무수행을 안정적으로 해주거나, 조직을 환경에 더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증가시켜 준다(김필성, 

2007).  

Karambayya(1990)가 최초로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

고 있음을 밝혔고, Podsakoff and Mackenzie(1994)는 보험회사를 대상

으로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 중 이타행동, 공익, 스포츠맨십이 조직의 

매출지표와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들이 조직시민행

동과 조직의 성과간에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III. 가설 및 연구모형 
 

3.1. 조직시민행동과 소진의 관계 

 

조직시민행동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최근의 선행 연구에는 김경석

(2006)과 Bergeron(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김경석(2006)의 

연구에서는 Organ and Ryan(1995)이 의미한 조직시민행동을 많이 수행

한 개인들에게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조직시민행동이 야

기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발견했다. 김경석(2006)은 개인에게 주어지

는 과부하를 소진의 개념으로 측정하고, 조직차원에서의 부작용으로 이직

의도의 증가를, 개인차원에서의 부작용으로 직장가정갈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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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 직종 종사자(Um & Harrison, 

1998), 건강관련 직종 종사자(Chen & Lu, 1994)와 같은 비영리적 조직

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신강현, 2003).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업

무 종사자들에게도 소진이 발생할 수 있음이 주장되고 있다. 

소진에 대해서는 단일 차원으로 보는 연구(Aronson, 1988)와 세 가

지 차원으로 보는 연구(Maslach & Jackson & Leiter)가 있다. 세 가지 

차원 중 첫째, 정서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은 과도한 심리적 부담 

또는 요구들에 기인한 개인의 정서적 자원들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에

너지 결핍을 의미한다. 둘째, 비인격화(depersonalization)는 사람들에 대

한 관점이 비인격화, 즉 사물화 되는 것으로, 냉소적이고 냉담한 태도를 

특징으로 한다. 셋째, 개인 성취감의 감소(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는 직무상에서 성취도 부족으로 생기는 자신에 대한 부

적인 평가로 정의된다(신강현, 1994). 또한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세 하

위차원 가운데 정서적 소진과 비인격화의 두 차원만이 소진의 핵심적 하

위 차원이라는 관점을 표명했다(Green, Walkey, & Taylor, 1991; 

Bakker, Demerouti, & Verbeke, 2004). 

본 연구에서는 김경석(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소진을 정서적 소진

과 비인격화의 두 차원으로 보고 정서적 소진을 고갈로, 비인격화를 괴리

란 용어로 표현한다. 고갈은 육체, 감정, 그리고 인지 상의 집중적 긴장

으로 야기되는 공허, 과로, 휴식에 대한 갈구, 그리고 육체적인 탈진 등

의 느낌을 가리키며, 감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육체적 및 인지적 측면도 

측정한다. 반면 괴리는 자신의 일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및 부정적인 감정

을 가리키며, 과업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과업에 대한 평가까지도 포함한

다(김경석, 2006).  

 

가설 1: 조직시민행동은 소진을 유발한다. 

 가설1-1: 조직시민행동은 고갈을 증대시킬 것이다. 

 9



 가설1-2: 조직시민행동은 괴리를 증대시킬 것이다. 

 

Bergeron(2007)은 개인차원에서 조직시민행동이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직무(Task performance)와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을 구분하고 개인은 직무와 조직시민행동간에 자원

(시간 및 노력)의 배분을 결정해야 하고 그 배분의 결과로 결과물이 달라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시간에서 조직시민행동보다 

직무에 시간을 더 투자한 개인의 성과(career outcome)가 더 높을 것이

라는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개인 

차원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수행 정도가 과도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조

직에 대한 갖는 불만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2: 조직시민행동은 조직불만족을 유발한다.  

가설2-1: 조직시민행동은 이직의도를 증대시킬 것이다. 

가설2-2: 조직시민행동은 업무-가정 갈등을 증대시킬 것이다. 

 

3.2. 조직행동과 인지부조화의 상호작용 

 
1957년 사회심리학자 Festinger는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불일치한 

두 개의 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긴장상태가 발생하며, 긴장상태를 

‘인지부조화’라 칭했다. 여기서 ‘인지’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

지 사물, 사실, 상황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 등에 대한 정보, 

지식 내지는 의견, 태도, 신념 등을 말하며, ‘부조화’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지요소들이 조화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어떤 외부적 자극에 의해 

조화 상태가 깨지게 되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

를 들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브랜드가 좋아서 샀는데 사고 보니 자

동차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인지부조화를 겪게 된다. 인지부조화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은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난다. 첫째, 행위를 변화시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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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조화를 이루게 하거나 둘째, 인지요소 자체를 변화(왜곡) 시키거

나 셋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지를 지지하는 요소를 추가하여 

부조화를 감소시키게 된다(Festinger, 1957).  

조직시민행동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사회교환이론(Blau, 196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조직시민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조직의 공정성을 

기대한 상태에서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했으나 이후에 조직의 불공정성을 

지각할 경우 인지부조화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행위의 변화로 조직시민행동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조직시민행동

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지부조화로 인해 소진이 유발될 요인이 

생기게 된다. 또는 조직에 대한 인지(태도)를 부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인

지부조화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때는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하더라도 조직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진이 증가할 요인이 

된다. 이러한 논거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부조화 상황에서 조직

시민행동은 소진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3: 인지부조화 상황에서 조직시민행동은 소진을 유발한다. 

가설3-1: 조직시민행동과 불공정성지각의 상호작용은 소진을 증대시

킬 것이다. 

가설3-2: 조직시민행동과 상관불신의 상호작용은 소진을 증대시킬 것

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시민행동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부서의 동료 도와주기, 신입조종사 교육시키기, 시

간외 근무나 휴일근무 등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직무에 투자하는 대신 

이런 행위에 쏟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무에 소홀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제한된 자원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배분하려 노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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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와 조직시민행동을 놓고 봤을 때 개인으로서는 성과를 최대한 높

이는 방향으로 직무와 조직시민행동간 비율을 조절하려 할 것이다. 만약, 

정해진 업무시간 내에서 직무와 조직시민행동을 동시에 만족할 만큼 수

행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다 어느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

해서는 근무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업

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야 하는 과정에서 체

력적, 정신적 소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Bergeron(2007)은 조직의 보상형태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이 개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판매량에 따라 개인의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기반의 보상체계를 가진 조직에서는 조직시

민행동이 개인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인사

부서나 마케팅부서 같은 조직은 개인의 실적이 목표를 이뤄나가는 능력

과 행동, 전략 등 행위기반의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시민행

동이 개인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Diane M. 

Bergeron, 2007).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공군조종사 조직은 개인의 실적을 아주 객관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기반의 조직이 아니므로 조직시민행동이 개인

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으로

서는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할 유인이 있고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을 늘릴수

록 개인에게 과부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직의 공정성에 대

한 지각과 상관에 대한 신뢰는 조직시민행동의 암묵적 선행요인들인데, 

개인이 조직 내 불공정성을 지각하거나 상관을 불신하게 되면 자신의 애

초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소진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지부조화 상황에

서의 조직시민행동 수행으로 유발된 소진은 결국 조직불만족으로 이어져 

이직의도와 직장가정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체 대

상 실증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이 소진을 매개로 이직의도와 직장가정갈

등에 영향을 미침을 보인 김경석(2006)의 연구결과가, 인지부조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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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히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4: 인지부조화 상황에서 조직시민행동은 소진을 매개로 조직불만족

을 유발한다. 

가설 4-1: 불공정성에 대한 지각과 조직시민행동의 상호작용은 소진

을 매개로 이직의도를 증대시킬 것이다. 

가설 4-2: 상관에 대한 불신과 조직시민행동의 상호작용은 소진을 매

개로 이직의도를 증대시킬 것이다. 

가설 4-3: 불공정성에 대한 지각과 조직시민행동의 상호작용은 소진

을 매개로 직장가정갈등을 증대시킬 것이다. 

가설 4-4: 상관에 대한 불신과 조직시민행동의 상호작용은 소진을 매

개로 직장가정갈등을 증대시킬 것이다. 

 

3.3. 연구모형 

 

지금까지 제시한 가설들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간의 관계를 도식화하

면 <그림 3-1>과 같다.  

 

IV. 연구방법 
 

4.1. 표본 
 

가설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군 2개 비행단과 2개 비행전대를 대상

으로 한 설문을 통해 수집했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230부를 배포했

고, 205개를 수거했다. 그 중 부실한 응답을 한 23부를 제외한 182부를 

분석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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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조직불만족 

이타적행위

고갈

인지적부조화

충성/ 대인관계

괴리

불공정성지각

상관에대한 불신

소진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가정갈등 

자기계발

가설 1 

가설2

가설4

양심적행위

가설3 

 

 

 
표본 특성을 보면 계급 구조는 중위 33명, 대위 120명, 소령 26명, 

중령 3명이었다. 비행자격 별로는 교관 급 47명, 편대장 급 33명, 분대

장 급 56명, 요기 급이 46명이었다. 현 대대 근무기간은 1년 미만 30명, 

1년~2년 49명, 2년~3년 30명, 3년 이상 73명이었다. 군 복무기간은 5년 

미만이 42명, 5년~10년 88명, 10년~15년 46명, 15년 이상 6명이었다. 

 

4.2. 측정도구 
 

(1) 조직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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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설문은 최창회(1994)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26

개 문항을 활용했다. 이 문항들은 이타행동, 양심행동, 충성행동, 대인관

계활동, 자기계발활동, 정보활동 등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군조종사 조직에의 적용 적합성을 감안하여, 이 가운데 정

보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요인을 활용했다.  

 

(2) 소진 
 

소진의 측정도구로는 신강현(2003)에서 제시된 MBI-GS를 이용했다. 

MBI-GS는 정서적 소진,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의 감소의 3가지 하위차

원으로 측정하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개인 성취감 감소를 제외한 2

가지 차원을 채택했다. 정서적 소진은 고갈로 표현했고, 비인격화는 괴리

로 표현했다.  

 

(3) 인지부조화 
 

본 연구에서는 인지부조화 이론의 관점에서 개인이 조직의 불공정성

과 상관에 대한 불신을 느끼면서도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하는 인지부조화 

상황은 개인의 소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지

부조화는 조직 내에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각과 상관에 대한 불신의 정

도로 측정했다. 설문 문항은 김경민(2004)의 연구에서 인용했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고려되고 있는 소진은 직무에 의한 소진과 

조직시민행동에 의한 소진이 섞여 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기 위한 통제

변수로 개인의 정서안정성과 업무량을 고려했다. 정서안정성의 측정은 

Shafer(1999)의 5문항 양극 측정도구(five-bipolar-item measure)를 활

용했다. 업무량 가운데 양적 업무량은 ‘나는 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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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문항을, 질적 업무량은 ‘나는 내 업무를 처리

하는 데 있어 내 지식과 능력이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문항을 이용해 측

정했다.  

 

(5) 결과변수: 조직불만족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조직불만족 수준은 이직의도와 직장-가정 갈등

이라는 2가지 하위 개념으로 파악했다. 이직의도는 현 직장을 스스로 떠

나려는 의지의 정도를 말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Kraut(1975)의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을 공군조직에 맞추어 변형 시킨 ‘군이 아닌 다른 직장

을 구하고 싶다’, ‘5년 후에도 공군에 근무할 것이다’, ‘다른 민간회사의 

좋은 직무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길 것이다’ 라는 3개 문항을 물었다. 직

장-가정 갈등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간에 느끼는 갈등의 정도를 의미한

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는 김경석(2006)이 인용한 Haar & 

Spell(2000)의 3개 문항을 활용했다. 

 

V. 연구결과 
 

5.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1)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5-1>과 같다. 요인분석 방법으

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했고, 직교회전

(varimax)을 통해 1 이상의 고유치(eigen value)를 갖는 요인들만 가려

냈다. 최창회(1994)의 조직시민행동 요인분류 중 대인관계활동, 충성행동, 

양심행동, 이타행동, 자기계발행동의 5개 요인을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했

는데, 본 연구에서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됐다. 대인

관계활동과 충성행동이 같은 요인으로 묶여 나왔고 양심행동, 이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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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행동은 최창회(199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5-1>  조직시민행동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비난에 대한 대대 방어와 변호 0.871021 0.068476 0.034793 0.075282 

대대를 적극 홍보 및 자랑 0.792072 0.183813 0.055605 0.217435 

대대나 상관을 좋게 말함 0.722743 0.395787 -0.00415 0.15871 

대대행사에 적극 참여 0.659757 0.217459 0.251806 -0.17428 

대대원의 단점 보다 장점 부각 0.530694 0.297032 0.173501 0.241395 

대대원과 원만한 관계 유지 0.507783 0.470362 0.171397 -0.27797 

자발적인 신입조종사 지도 0.434743 0.401482 0.319688 0.161979 

꾸준한 건강관리 0.034108 0.729648 -0.01382 0.251215 

과중한 업무의 동료 도와줌 0.299164 0.672896 0.142238 0.121136 

대대원의 경조사에 적극 참석 0.263318 0.620674 0.075633 -0.25264 

결근한 동료의 일 대신해줌 0.239604 0.571504 0.329578 0.011158 

문제에 부딪힌 타대대 사람 도와줌 0.2699 0.521841 0.302844 0.132698 

먼저 출근, 늦게 퇴근 0.064821 -0.02261 0.780867 -0.03841 

궂은일을 자발적으로 맡음 -0.03079 0.336568 0.728078 0.166654 

자발적인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 0.271068 0.267018 0.601722 -0.19825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함 0.102417 0.132723 -0.11174 0.807265 

전산분야를 열심히 공부함 0.322373 0.038294 0.432299 0.56456 

Total 3.55547 2.886583 2.157173 1.468589 

% of Variance 20.91453 16.9799 12.68925 8.638762 

Cumulative % 20.91453 37.89443 50.58368 59.22244 

 

(2) 소진 
 

소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5-2>와 같다. 2개의 요인으로 묶

였는데, 요인1은 괴리를 측정하는 문항들이고, 요인2는 고갈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3) 업무량 
 

업무량은 양적 업무량과 질적 업무량으로 나누어 측정했는데, 설문결

과 두 항목의 신뢰도가 -.069로 매우 낮게 나타나, 소진의 개념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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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더 객관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양적 업무량 측정항목만 본 연구

에 활용했다. 

 

<표 5-2> 소진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1 요인 2 

현재 맡은 일을 시작한 후로 직무에 대한 관심 줄어듬 0.815555 0.135975 

맡은 일에 대해 소극적임 0.783905 0.191668 

직무의 중요성이 의심스러움 0.721274 0.244642 

직무의 기여도에 냉소적임 0.651562 0.496507 

퇴근 시 완전히 지쳐있음 0.142911 0.80066 

아침에 출근할 생각만해도 피곤함 0.343141 0.712831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나를 긴장시킴 0.110992 0.703399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완전히 지쳐있음 0.4487 0.665522 

Total 2.576228 2.448467 

% of Variance 32.20285 30.60584 

Cumulative % 32.20285 62.8087 

 

 

(4) 변수들의 신뢰도 
 

변수들의 신뢰도 측정 결과는 <표 5-3>에 나타나 있다. Cronbach’s 

alpha값을 측정하여 이를 저하시키는 문항들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신뢰

도를 구했다. 0.6 이상의 신뢰도 수준을 고려할 때 조직시민행동 요인 중

에서 요인4(자기계발행동)가 0.473으로 낮게 나타나, 부득이하게 이후 

분석에서 요인4(자기계발행동)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3개의 요인으로 분

석을 수행했다.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5)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매개변수, 결과변수, 조절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체로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이들 변수간

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실증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이 전반적

으로 구성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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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신뢰도 분석 결과 

타당성 분석 이전 타당성 분석 이후  
개념 차원 

항목수 신뢰도 항목수 신뢰도 비고 

요인 1(충성/대인관계) 7 0.8553 7 0.8553 . 

요인 2(이타행동) 5 0.7353 5 0.7353 . 

요인 3(양심행동) 3 0.6429 3 0.6429 . 
OCB 

요인 4(자기계발) 2 0.473 2 0.473 . 

고갈 4 0.7744 4 0.7744 . 
소진 

괴리 4 0.8037 4 0.8037 . 

이직의도 3 0.8415 2 0.9094 1 문항 제외 

직장가정갈등 3 0.7528 2 0.8717 1 문항 제외 

불공정성지각 6 0.6923 4 0.8833 2 문항 제외 

상관에대한불신 4 0.6967 4 0.6967  

 

 

<표 5-4>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1. 고갈 1      

2. 괴리 .624** 1     

3. 이직의도 .477** .420** 1    

4. 직장가정갈등 .632** .292** .305** 1   

5. 불공정성지각 .368** .438** .265** .269** 1  

6. 상관불신 .431** .526** .359** .300** .630** 1 

** < .001 

 

(6) 공통방법오류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들을 응답자들의 자기보고

방식(self-report)을 통해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변수들

의 연관성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는 왜곡현상, 즉 공통방법오류

(common method variance)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방

식에 기인하는 오류 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Harmon's 단일요인검증

(single-factor test)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Podsakoff & Organ(1986) 

등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 요인의 설명력이 절대적

이 된다고 볼 여지가 적어 공통방법오류 가능성에 따른 문제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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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5.2. 가설 검증 

 

(1) 조직시민행동과 소진 
 

조직시민행동은 소진을 유발한다고 예측한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 업

무량과 정서안정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직시민행동 전반이 고갈과 괴

리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표 5-5>를 보면 조

직시민행동은 고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통제변수로 고

려된 업무량과 정서안정성이 고갈에 더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이 괴리에는 부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조직

시민행동과 소진 및 고갈이 정의 관계로 유의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1-1 및 1-2는 모두 기각되었다. 

 

<표 5-5> 조직시민행동 전반과 고갈/괴리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갈 괴리 

업무량 .340*** .195*** 

정서안정성 -.142* -.069 

OCB -.150 -.699*** 

***: p<0.001, **: p<0.01, *: p<0.05 

 

이러한 결과가, 조직시민행동에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조직시민행동을 구성하는 하위차원 개념 각각

에 대해 별도로 고갈 및 소진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표5-6>

에 따르면 고갈에 대해 이타행동은 부의 방향으로, 양심행동은 정의 방향

으로 다소 미약하나마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대인/충성 행동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5-7>에 따르면 괴리에 대해 대인충성행동은 

부의 방향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조직시민행동 변수들

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표 5-6> 조직시민행동 하위차원과 고갈의 회귀분석 결과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4.069 .635  6.403 .000 

업무량 .285 .055 .350 5.161 .000 

정서안정성 -.116 .055 -.139 -2.123 .035 

대인/충성행동 -.132 .133 -.092 -.993 .322 

이타행동 -.313 .138 -.207 -2.272 .024 

양심행동 .242 .097 .192 2.500 .013 

 

<표 5-7>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과 괴리의 회귀분석결과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6.111 .506  12.069 .000 

업무량 .169 .044 .239 3.826 .000 

정서안정성 -.052 .043 -.071 -1.187 .237 

대인/충성행동 -.507 .106 -.409 -4.794 .000 

이타행동 -.115 .110 -.088 -1.052 .294 

양심행동 -.086 .077 -.079 -1.122 .263 

 

종합하면,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 개념 대부분이 소진과 유의한 관

계가 없거나 오히려 부의 관계를 갖고, 하위차원 개념을 묶어 조직시민

행동 전반과 소진의 관계를 보더라도 유의하지 않거나(조직시민행동과 

고갈) 가설과 상반된 방향으로 유의하게(조직시민행동과 괴리)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시민행동이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준 선행연구(김경석, 2006)와는 매우 상반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

음 절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불만족  
 

조직시민행동은 조직불만족을 유발한다고 예측한 가설2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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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회기분석의 결과는 <표 5-8> 및 <표 5-9>과 같다. 이직의도에 

대해 대인/충성 행동은 부의 방향으로 미약하나마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직장가정갈등에 대

해 양심행동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이 이직의도와 정의 관계

로 유의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2-1은 기각, 조직시민행동이 직장가정

갈등과 정의 관계로 유의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2-2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표 5-8>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과 이직의도의 회귀분석 결과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6.468 .902  7.171 .000 

업무량 .172 .078 .162 2.195 .029 

정서안정성 -.190 .077 -.175 -2.452 .015 

대인/충성행동 -.328 .188 -.176 -1.739 .084 

이타행동 -.146 .195 -.074 -.749 .455 

양심행동 .041 .137 .025 .297 .767 

 

<표 5-9>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과 직장가정갈등의 회귀분석 결과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2.328 .801  2.907 .004 

업무량 .338 .070 .346 4.850 .000 

정서안정성 -.122 .069 -.122 -1.778 .077 

대인/충성행동 .038 .167 .022 .230 .819 

이타행동 -.165 .173 -.091 -.953 .342 

양심행동 .295 .122 .196 2.422 .016 

 

이상의 결과에서,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 가운데 양심행동만 가설

에서 예측한 방향대로 고갈과 직장가정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심행동은 ‘남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 ‘조

 22



직 내에서 궂은일을 자발적으로 맡아서 한다’, ‘자발적인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한다’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그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과도할 경우 고갈이 증가하고, 가정에 소홀해짐으로써 직장가정갈

등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직시민행동과 인지부조화의 상호작용과 소진 

 

조직시민행동과 인지부조화가 동시에 높은 상황에서 소진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해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

다. 앞의 분석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량과 정서안정성을 통제변수도 

포함시켰다. <표 5-10>은 인지부조화 가운데 불공정성지각의 영향에 대

해 먼저 살펴본 결과로, 불공정성지각의 단독적인 효과는 조직시민행동*

불공정성지각과의 다중공선성 문제로 제외된 상태다.  

Model 1에서 조직시민행동이 고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많

으나, Model 2에서 조직시민행동과 불공정성지각의 곱이 정의 관계로 유

의하게 나타나고 설명력(R²)이 .219에서 .317로 증가했다. Model 3에서

는 앞서 가설 1의 검증결과에서와 같이 조직시민행동이 단독으로는 고갈

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Model 4에서 인지부조화와의 상호작용항

은 정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설명력이 .349에서 .408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조직시민행동과 인지부조화의 상호작용이 괴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조직시민행동과 ‘상관에 대한 불신’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는 <표 5-11>과 같다. Model 2에서 조직시민행동과 ‘상관에 대한 불신’

의 곱은 고갈에 정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Model 1에 비해 설명력

도 .219에서 .344로 증가했다. Model 4에서 조직시민행동과 ‘상관에 대

한 불신’의 곱은 정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설명력도 Model 3에 

비해 .349에서 .451로 높아졌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과 ‘상관에 대한 불

신’의 상호작용이 괴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가설 3-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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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되었다.  

 

<표 5-10> 조직시민행동과 불공정성지각의 상호작용이 소진(고갈/괴리)에 

미치는 영향 

고갈 괴리 종속변수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업무량 .340*** .329*** .195*** .187*** 

정서안정성 -.142* -.145** -.069 -.071 

OCB -.150 -.162 -.699*** -.708*** 

OCB*불공정성지각  .074***  .050*** 

R² .219 .317 .349 .408 

***: p<0.001, **: p<0.01, *: p<0.05 

 

종합하면,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이 조직내 불공정성을 지각

하거나 상관을 불신하는 인지부조화 상황이 심화될수록 조직시민행동은 

소진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3에서의 예

측한 바와 일치한다. 

 

<표 5-11> 조직시민행동과 ‘상관에 대한 불신’의 상호작용이 소진(고갈/괴리)에 미치는 영향 

고갈 괴리 종속변수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업무량 .340*** .317*** .195*** .177*** 

정서안정성 -.142* -.137** -.069 -.065 

OCB -.150 -.187 -.699*** -.728*** 

OCB*상관에대한불신  .088***  .069*** 

R² .219 .344 .349 .451 

***: p<0.001, **: p<0.01, *: p<0.05 

 

(4) 조직시민행동과 인지부조화의 상호작용과 조직불만족 
 

조직시민행동과 인지부조화간의 상호작용은 소진을 매개로 조직불만

족을 증가시킨다고 예측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수행

한 결과가 <표 5-12>부터 <표 5-15>에 나타나 있다.  

먼저 <표 5-12>을 보면, Model 1, 2에서 조직시민행동*불공정성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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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갈, 조직시민행동*불공정성지각과 이직의도는 각각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Model 3에서 고갈과 이직의도간 관계는 유의하나 조직시민행동*

불공정성지각과 이직의도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고 회귀계수도 Model 2

의 .055에서 Model 3의 .017로 감소했다. 즉, 고갈이 조직시민행동*불공

정성지각과 이직의도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마찬가지로 

Model 6에서 괴리와 이직의도간 관계는 유의하나 조직시민행동*불공정

성지각과 이직의도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고 회귀계수도 Model 5의 .055

에서 Model 6의 .032로 감소했다. 이는 괴리가 각각 조직시민행동*불공

정성지각과 이직의도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

서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표 5-12> 조직시민행동*불공정성지각-고갈/괴리-이직의도간 매개회귀분석 결과 

 OCB*불공정성-고갈-이직의도 OCB*불공정성-괴리-이직의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Model 1 

고갈 

Model 2

이직의도

Model 3

이직의도

Model 4

괴리 

Model 5 

이직의도 

Model 6 

이직의도 

업무량 .329*** .196*** .026 .187*** .196** .109 

정서안정성 -.145** -.211** -.136 -.071 -.211** -.177* 

OCB -.162 -.421** -.336** -.708*** -.421** -.089 

OCB* 

불공정성지각
.074*** .055** .017 .050*** .055** .032 

고갈   .519***    

괴리      .469*** 

***: p<0.001, **: p<0.01, *: p<0.05 

 

<표 5-13>은 조직시민행동과 상관불신의 상호작용이 소진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다. Model 1, 2에서 조직시민행동*

상관불신과 고갈, 조직시민행동*상관불신과 이직의도는 각각 유의한 관계

를 보이고, Model 3에서 고갈과 이직의도간 관계는 유의하나 조직시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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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관불신과 이직의도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고 회귀계수도 Model 2

의 .085에서 Model 3의 .044로 감소했다. 즉, 고갈이 조직시민행동*상관

불신과 이직의도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한편 Model 

4~6에서 조직시민행동*상관불신이 모두 유의하긴 하나, Model 6에서 그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회귀계수도 Model 5의 .085에서 Model 6

의 .058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괴리가 조직시민행동*불공정성지각

과 이직의도 사이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4-2는 부분지지되었다. 

 

<표 5-13> 조직시민행동*상관에대한불신-고갈/괴리-이직의도간 매개회귀분석 결과  

 OCB*상관불신-고갈-이직의도 OCB*상관불신-괴리-이직의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Model 1 

고갈 

Model 2 

이직의도 

Model 3

이직의도

Model 4 

괴리 

Model 5 

이직의도 

Model 6 

이직의도 

업무량 .317*** .183* .035 .177*** .183* .113 

정서안정성 -.137** -.203** -.140 -.065 -.203** -.178* 

OCB -.187 -.447** -.360* -.728*** -.447** -.160 

OCB* 

상관불신 
.088*** .085*** .044 .069*** .085*** .058* 

고갈   .466***    

괴리      .394** 

***: p<0.001, **: p<0.01, *: p<0.05 

 

결과변수를 직장가정갈등으로 대체한 <표 5-14>를 보면, Model 1~3

에서 조직시민행동*불공정성지각이 모두 유의하나, Model 3에서 그 유의

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회귀계수도 Model 2의 .083에서 Model 3

의 .037로 감소했다. 이는 괴리가 조직시민행동*불공정성지각과 이직의

도 사이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Model 4~6에서 

조직시민행동*상관불신은 모두 유의하나, 회계계수가 Model 2의 .08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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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069로 감소했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불공정성지각과 직장가정갈등

간 관계를 괴리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설 4-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5-14> 조직시민행동*불공정성지각-고갈/괴리-직장가정갈등간 매개회귀분석 결과 

 OCB*불공정성-고갈-직장가정갈등 OCB*불공정성-괴리-직장가정갈등 

종속변수 

독립변수 

Model 1 

고갈 

Model 2 

직장가정갈등 

Model 3 

직장가정갈등

Model 4 

괴리 

Model 5 

직장가정갈등 

Model 6 

직장가정갈등 

업무량 .329*** .368*** .160* .187*** .368*** .315*** 

정서안정성 -.145** -.145* -.054 -.071 -.145* -.125 

OCB -.162 .197 .300** -.708*** .197 .397* 

OCB* 

불공정성지각 
.074*** .083*** .037* .050*** .083*** .069*** 

고갈   .632***    

괴리      .282* 

***: p<0.001, **: p<0.01, *: p<0.05 

 

<표 5-15>은 조직시민행동과 상관불신의 상호작용이 소진을 매개로 

직장가정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다. Model 1, 2에서 조직시민

행동*상관불신과 고갈, 조직시민행동*상관불신과 직장가정갈등은 각각 유

의한 관계를 보이고, Model 3에서 고갈과 직장가정갈등 간 관계는 유의

하나 조직시민행동*상관불신과 직장가정갈등 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고 

회귀계수도 Model 2의 .090에서 Model 3의 .035로 감소했다. 이는 괴리

가 조직시민행동*불공정성지각과 이직의도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Model 4~6에서 조직시민행동*상관불신은 모두 

유의하나, 회계계수가 Model 2의 .083에서 .074로 감소했다. 따라서 조

직시민행동*상관불신과 직장가정갈등 간 관계를 괴리가 부분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설 4-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7



<표 5-15> 조직시민행동*상관에대한불신-고갈/괴리-직장가정갈등간 매개회귀분석 결과  

 OCB*상관불신-고갈-직장가정갈등 OCB*상관불신-괴리-직장가정갈등 

종속변수 

독립변수 

Model 1 

고갈 

Model 2 

직장가정갈등

Model 3 

직장가정갈등

Model 4 

괴리 

Model 5 

직장가정갈등 

Model 6 

직장가정갈등 

업무량 .317*** .357*** .156* .177*** .357*** .314*** 

정서안정성 -.137** -.136* -.050 -.065 -.136* -.121 

OCB -.187 .173 .291* -.728*** .173 .351* 

OCB* 

상관불신 
.088*** .090*** .035 .069*** .090*** .074*** 

고갈   .632***    

괴리      .244* 

***: p<0.001, **: p<0.01, *: p<0.05 

 

 

VI. 시사점 및 결론 

 

6.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공군조종사 조직에서 조직시민행동의 부정적 효과에 

관해, 이직의도와 직장가정갈등을 결과변수로, 조직의 불공정성 지각과 

상관에 대한 불신을 조절변수로, 소진을 매개변수로 하여 고찰해 보았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조직시민행동은 소진의 두 차원인 고갈과 괴리 중 

고갈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괴리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이 직접적으로는 소진을 증가시키

지는 않고 오히려 감소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Bergeron (2007)의 암묵적 가정이나 김경석(2006)의 

실증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능

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조직시민행동이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

라는 특성으로 볼 때 조직시민행동을 하는 개인은 행동을 하면서 소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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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도 있겠지만, 자기자신이 원해서 스스로 한 행동인 만큼 소진보다 

더 큰 개인의 만족이나 보람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 수행 

정도가 높은 사람이 개인 만족의 상쇄 효과로 더 적은 소진을 느끼는 것

이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조직시민행동과 소진이 선형적 관계가 아닌 비

선형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그림 5-1>에 개념

적으로 표현된 바와 같이, 적절한 양의 조직시민행동 수행 정도까지는 소

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조직시민행동이 특정 기점(threshold)를 

넘어선 후부터 비로소 소진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조직별로 두 변수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곡선의 기울기와 꼭지점에 차이가 있을 경우, Q 만큼의 조직시

민행동을 조직 A와 조직 B의 조직원들이 수행한다고 했을 때 조직 A의 

조직원들은 체감수행정도가 과도하여 소진이 증가하는 반면, 조직 B의 

조직원들은 체감수행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소진이 여전히 감소하는 단계

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소

진

의 

크

기 

OCB 수행정도 

조직 A 
조직 B 

Q

<그림 5-1> 조직시민행동 수행정도와 소진과의 관계 

 

여기서 ‘체감수행정도’란 개인이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하고 나서 느끼

는 조직시민행동 수행의 과도함의 정도로 정의된다. Org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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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1995)은 높은 수준의 조직시민행동을 보인 개인은 높은 과부하에 

시달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체감 수행 

정도를 가진 조직(A)과 그렇지 않은 조직(B)에서 조직시민행동과 소진의 

관계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공군조종사 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조직의 특성상 개인의 사명감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고, 조직원끼리의 유대관계가 

강하며, 직업에 대한 만족이나 자부심이 강하여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

은 조직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과 소진의 관계가 

특정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추론을 바탕으로 하

면, 공군조직에서는 조직시민행동으로 인한 체감수행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오히려 소진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물론, 이러한 개념적 추론은 상이한 조직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통해 추후 검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조직시민행동이 이직의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은 기각

되고, 조직시민행동이 직장가정갈등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은 부분

적으로만 지지되었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이 반드시 조직불만족을 증대

시키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정 개인이 인지부조화 상황에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수립한 가설

들은 대체로 지지되었다. 인지부조화는 조직시민행동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소진을 증대시키고, 이 경우 소진을 매개로 조직불만족이 증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이 조직의 불공정성을 

지각하거나 상관에 대해 불신을 느끼는 인지부조화 상황에 처해 있는 경

우,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하면 소진(고갈 및 괴리)이 심화되고, 소진을 매

개로 결국에는 이직의도와 직장가정갈등도 증폭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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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이 일반적으로 소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

로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작용을 할 수 있

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인지부조화와 결합될 경우에는 조직시민행동이 

개인의 과부하를 초래하여 소진을 유발하고, 나아가 조직불만족을 초래하

는 부정적인 영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조직시민행

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표본과 설문방법, 그리고 관련 

이론의 정교화를 통해 지속되어야 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인지부조화는 조직시민행동의 특성

과 연계되어, 조직시민행동의 사후적 영향을 변모시키는 것으로 유추할 

있다. 조직시민행동은 통상 세 가지 특성으로 내포한다(Organ, 1988). 첫

째는 자유재량적이라는 특성으로, 개인이 행위에 대한 실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지부조화를 겪었다 함은 개인이 조직에 대해 자발적

으로 조직시민행동을 했는데 조직이 개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불

공정하다고 인식되면 소진이 증가할 것이다. 또 상관을 불신하게 되면 개

인이 그 행위들을 철회할 수도 있지만 행위의 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하기 싫은 행위를 억지로 함으로써 소진이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공식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직시

민행동이 조직이나 상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되 암묵적인 보상을 

기대하면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 비추어 보면, 조

직시민행동에 대해 조직이 개인에게 주는 보상은 조직의 공정성이나 상

관으로부터 받는 신뢰가 될 수 있다. 조직 불공정성을 지각하거나 상관에 

대해 불신하게 되는 인지부조화를 겪을 경우 개인은 더 이상 조직시민행

동을 수행할 의지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수행하면서 소진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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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특성은 조직의 효과적인 기능을 돕는 행위라는 점이다. 하지

만, 인지부조화 상황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을 한 개인이 이직의도의 증가와 

직장가정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조직의 효과적인 기능에 역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조직차원에서 조직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

다거나 상관이 부하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조직원들의 조직시민행동

을 기대하기 어렵고, 비록 조직시민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만큼 소진

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이직의도의 증가와 직장가정갈등의 증가로 조직

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을 장려하고 조직시민행동이 본래의 개념대로 조

직에 유익한 행위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인사정책의 공정성이나 업무배분

의 공정성 등 조직의 공정성 유지, 그리고 부하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

는 리더십 발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횡단적 

연구로서 변수간의 시차적 인과관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 또

한 설문조사를 통한 자기보고방식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실증분석에 

사용하고 있어 공통방법오류와 사회건전성 편기현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몇 가지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할 수 있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이 소진에 부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이전 연구에서 정의 관계를 보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표본에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종단적인 연구방법으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인지부조화를 겪기 전과 겪은 후에 변할 수 있는 조직시민행동 체

감 수행 정도의 변화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더 의

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도 분석수준은 개인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조직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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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개인과 조직간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분석수준을 집단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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