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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급변하는 조직구조와 불확실성으로 대변되는 작금의 현대사회에서 공공기관 조직구성원들의 역할은 날로 중요시되고 있다. 특
히, 공공부문에서 정해진 전통적 ‧ 공식적 업무를 넘어 보상체계와 관계없는 유연한 환경대처 능력을 기반으로 이타적이며 자발적인
혁신행동을 강조하는 협력적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 활성화와 이를 저해하는 변인
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변수를 이분화 하여 조직시민행동을 저해시키는 조직정치지각(POPS)과 이를 증진시키는 상
사부하 교환관계(LMX)에 대한 두 가지 변수 및 각 차원 하위변수를 검증하였다. 먼저, 조직정치지각(POPS) 및 이에 대한 하위 변수로
이익지향 정치행위, 승진정책 둘째,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및 이에 대한 하위변수로 정서적 유대감, 헌신, 공헌의욕, 지적존경에 대
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정치지각(POPS) 및 이익지향 정치행위는 부(-)의 영향으로 실증 되었으며,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및 헌신, 공헌의욕은 정(+)의 영향으로 가설이 검증되었다.

The role of public organization members is becoming important in the modern society, which is represented by rapidly changing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uncertainty. In particular,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cooperativ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that emphasizes altruistic and voluntary innovative behaviour based on flexible environmental coping ability that is not related to
compensation system beyond traditional and official tasks set in the public sector. In this study, the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POPS) that inhibit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by dividing the variables into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on the
activation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and the variables that inhibit it and the Leader-Member exchange (LMX) that
promotes it Two variables and sub-variables of each dimension were verified. First,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POPS) and
its sub-variables, profit-oriented political behaviour, and promotion policy. Second, Leader-Member exchange (LMX) and its
sub-variables were affect, loyalty, contribution, and professional resp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POPS) and profit-oriented political behaviour were verified as negative (-), and the hypotheses were verified under the
influence of positive (+) on the Leader-Member exchange (LMX) between Leader-Member exchange (LMX), loyalty, and contribution.
Keywords: Organizational citizens’ behavior-individual,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Leader-membe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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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공조직에서도 조직시민행동(OCB)이라는 비공식적 역할행동에 대한 관심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문형구 ‧ 김경석(2006)[1]
은 공식적 ‧ 전통적 역할행동으로부터 파생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기에 조직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에 있어 과거 직무 매뉴얼
에 의한 규격화된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과거와 달리,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공공조직은 구성원들의
유연하면서도 자발적인 대처능력을 요구한다. Podsakoff, P. M ‧ Mackenzie, S. B ‧ Moorman, R. H., & Fetter, R.(1990)[2]는 21
세기 무한 경쟁적 환경이 가속화 되면서 불확실성과 사악한 사회문제 속에서도 조직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양대 목표를 구현하
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헌신과 애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관 ‧ 윤준섭 ‧ 이영남(2013)[3]은 공식 업무 이외의 비공식적 조직시
민행동은 이타적임과 동시에 양심적이며 조직구성원들의 협력적인 행위를 넘어 혁신적 행동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으며, 조직의
효율성 차원에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작동기제이기 때문이다.
조직시민행동 활성화 방안으로는 조직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을 제고하는 방안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이분화 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먼저, 공공조직의 조직구성원 개개인은 조직문화에 대한 공
정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개인과 직 ‧ 간접적으로 교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사에 의해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Graen ‧
Scandura(1987)[4]는 상사의 영향력은 전통적 리더십 스타일에서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사부하 교환관계에서 상사와 부
하 간의 상호쌍방향적 영향력이 발휘되며 이들 사이에서 사회적 교환관계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다. Dansereau, F.,
Graen, G ‧ Haga, W. J.(1975)[5]는 사회적 교환관계의 차이에 있어 상사와 부하 관계에서 자원의 희소성과 상사 능력의 한계로
부터 상사가 모든 조직구성원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개별 조직구성원들과 개개의 상이한 교환관계
를 형성함으로써 형성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조직의 한 집단 상사는 그 집단 안에서 개개의 부하직원들에게 상호 다른 행동
을 가지며, 개개의 부하직원들 또한 자신과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 서로 다르게 지각하게 된다. 이 같은 관계로 부터 이종찬
(2009)[6]은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부하의 수만큼 상사와 부하의 쌍이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를 가진 쌍들은 상호 다른 개별적인
상사부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Scandura, Graen ‧ Novak(1986)[7]은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적 수준으로 부터 부하들의
행동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Folger(1993)[8]는 조직정치에 따른 조직구성원들이 가지는 구체적인 지각은 직무
불만족을 넘어 조직에 대해 불만족을 야기함과 동시에 조직에 대한 분노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출하게 한다. 또한, 조직에 부정
적인 견해를 가지고 해를 입히는 등 구성원들로부터 조직에 대한 몰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Vigoda(2000)[9]부정적 견해와 인지로부터 조직정치지각이란 조직구성원들 자신이 속한
조직 환경에 대해 정치적 행위가 만연하는 일상의 장으로 인식하는 즉, 조직 이익과 목표는 무관하며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
공정한 곳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Lewin(1936)[10]사람들은 어떠한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실체보다는 그 실체와 연관된 심리적 장(psychological field)으로 부터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정치적 행위가 동일
하게 작동 할지라도 그에 대한 개개의 인식의 깊이와 정도인 조직정치지각은 개인별 경험과 준거 체계에 따라 상당히 주관적이
면서도 서로 상이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아닐 수도 있다. 이 같은 면에서 조직정치를 조직구성원들이 어떻게 지각하
는지에 대한 이해는 조직 구성원 개인에 대한 행동과 태도에 대한 예측을 넘어 조직 유효성을 예측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
해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에 부정적 차원의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부분으로 관철될 수 있겠다. 그렇다 할지라도, 최
장용(2009)[11]은 조직정치지각의 부정적 영향력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분위기가 조직 내에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직문화의 공정한 유지와 노력이 중요시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조직의 특성은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긍정적 변수와 조직정치지각(POPS)의 부정적 변수가 개인
차원 조직시민행동(OCBI)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안에서 특수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함축되어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에 있어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상사-부하 교환관계와 조직정치지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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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특징적 행위로 표출되는지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사-부하 교환관계와 조직정치지각의 두 독립변수에 대한 하위요인별 영향 정도를 비교해 보고, 나아가 공공조직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변수별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내 ‧ 외적으로 다른 구성원을 돕기 위해 수행하는 자발적(Voluntary) 행동들을 뜻한다.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Bief ‧ Motowidlo(1986)[12]는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공
유하며 도움을 주는 행위,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서로 협동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Smith ‧ Organ ‧ Near(1983)[13]는 조직시민행동
을 조직에서 규정된 매뉴얼과 같은 의무의 범위와 반경을 넘어서는 조직 구성원의 자유재량적(Discretionary) 행위의 표출로 조
직 내의 공식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지라도 행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Borman(2004)[14]은 조직시민행동을 조직
내에서 개인이 직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핵심 과업 또는 업무는 아니지만 조직원들의 갈등을 줄이거나 유대감을 높이면서
직 ‧ 간접적으로 조직 자체의 유효성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행동으로, 직접적 보상과는 연결되지 않는 자발적(Voluntary) 행
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으로 부터 공식적으로 규정된 행동은 아닐지라도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발전과 성과를 위한
바람직한 행동들로 정의될 수 있으며, 타인을 돕는 행위, 시간 엄수, 신입직원들에 대한 자발적인 지원 및 배려, 조직 발전에 필요
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 등을 그 실제 행위로 들 수 있다. 반면 Bateman ‧ Organ(1983)[15]은 조직발전과 성과를 저해시키
는 행위들의 예로서 동료에 대한 험담, 조직에 대한 불만 표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적개심 표현 등에 대해 피하거나 하
지 않으려는 행동 등도 조직시민행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분류에 있어 Organ(1987)[16]
의 개념적 분류를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연구자들이 그 타당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Hoffman, B. J ‧ Blair, C. A ‧ Meriac, J. P ‧ Woehr, D. J(2007)[17]에 의하면 이 같은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도를 양적
메타분석(Quantitative meta analysis)으로 부터 Organ(1988)[18]의 조직시민행동 분류모델이 가장 타당성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Organ(1988)에 의한 개념적으로 정의된 조직시민행동 분류는 LePine, J. A ‧ Erez, A ‧ Johnson, D. E(2002)[19]에
따르면 크게 5가지 요소로 이타성(Altruism), 예의성(courtesy), 양심성(Conscientiousness), 스포츠맨쉽/신사적 행동(sportsmanship), 시민정신(civic virtue)으로 구성되어 있다. Organ(1988)에 의해 정의된 조직시민행동 5가지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이타성(Altruism)은 다른 구성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떠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행위
로, 새로 입사한 조직원이 조직에 빠른 적응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또는 업무 처리가 늦은 동료의 과업을 함께 처
리해 준다든지 하는 행위와 같은 행동을 의미한다. 둘째, 양심성(Conscientiousness)은 각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조직의 암묵적, 명시적 규칙과 규율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회사 비품을 개인 소유 물품처럼 아껴 쓰는 것 또는, 필요 이상의
휴식 시간 취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들이 양심성에 포함된다. 셋째, 예의성(Courtesy)은 개인적 사정 그리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조직구성원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
한다. 즉, 자신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조직구성원들과 사전적으로 연락 및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거나 필요한 양해를 구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스포츠맨십/신사적 행동(Sportsmanship)은 일상에서 정정당당히
행동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조직 또는 다른 구성원과 관련하여 불평이나 불만이 발생될 경우 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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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문내며 이야기하는 행위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측면에서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정신(Civic virtue)에 대한 의미는 조직 내 다양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동이다. 조직 내 친목회 및 동아리 참여 등 다른 구성원들과 사적 교류를 맺는 사회적 활동 또는 조직 발전과 미래지
향적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개선안들을 제안하는 행위와 같은 변화 주도적 활동 또한 이 범주에 포함된다.
Williams ‧ Anderson(1991)[20]에 의하면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그 행위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다시 분류가 가능한데, 개인지
향적인 조직시민행동(OCBI)으로 이타성과 예의성이 포함되며, 조직지향적인 조직시민행동(OCBO)으로는 양심성, 스포츠맨
십/신사적 행동 그리고 시민정신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2.2 조직정치지각
Molm(1997)[21]에 의하면 조직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은 서로 협동체인 동시에 또한 경쟁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한 사회적 실체이다. 이 같은 조직의 두 가지의 개념으로부터 조직정치지각 관점은 조직을 유기적
협동체로 보는 시각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합체이며 자신의 사적 목적과 편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의 수단적 장으로
조직을 이해한다. Crozier, M ‧ Friedberg, E(1980)[22]는 조직 자체를 경쟁과 갈등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직정치에 있어 조직을 구
성하는 개개인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계산과 조정을 시도하려는 실체로 간주하며, 상대방의 책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환
경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적 행위자(strategic actor)이자 자율적 실체(autonomy-seeking entity)로 본다.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이
규만(2006)[23]은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조직구성원들은 상호 연합 가능한 비공식적 형태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부분적으로 갈등을 동반하면서도 각자 나름대로의 권력을 키운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의 조직구성원들이 다양한 이해관
계를 실현하는 과정을 하나의 정치적 현상이라는 개념화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조직은 언제나 정치적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대부분의 조직들에 있어 높은 지위 또는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승진의 폭도 좁아지며
동료 간 경쟁 또한 심해진다. 결과적으로, 권력욕구가 타인보다 강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었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현재 자신
의 위치(Position)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에 신유근(1992)[24]은 정치적 활동은 보다 활발해지
게 되고 보이지 않은 조직정치지각은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게 되며 조직의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의 윤리적 문제
까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정치 현상을 엄유경(2014)[25]은 공공조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보편화된 일상적
인 현상이며 업무단위 또는 조직단위차원의 조직구성원들이 사회적 과정 안에서 개인적 차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행위로 일상적 ‧ 자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Poon(2003)[26]은 조직정치는 한정된 자원의 제약과 신뢰가 형성되
어 있지 않은 조직 환경 내에서 더욱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Robbins, S. P(2005)[27]에 따르면 조직구성원들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서로 상이하기에 공공 조직의 정치행동은 피할 수 없는 일련의 조직생활이며, 조직 내 자원의 희소성으로
부터 조직구성원들의 경쟁과 갈등을 유발시킨다.

2.3 상사부하 교환관계
Garen & Uhi-Bien(1995)[28]은 높은 수준의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는 상대방과의 신뢰와 존경, 그리고 지속적 상호작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 호혜성(Reciprocity)에 기반 하여 행해지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상사 부하 교환관계는 상호 관계
의 질이 높은 집단에 대해 내집단(In-group)으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낮은 집단에 대해 외집단(Out-group)으로 이분화하
여 구분하였다. 상사부하 교환관계 이론은 상사부하 간 일대일 관계가 지속 ‧ 발전하는 과정을 생애주기모형(life cycle model)으
로 부토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단계(역할수락)는 상사부하의 관계가 전형적인 계약관계에 기초하는 단계로, 부하의
동기 자체는 집단 이익보다 개인 이익에 초점화 하게 된다. 2단계(역할형성)는 상사부하는 지속적 상호작용으로 부터 존경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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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형성하게 되며, 자신의 이익보다 집단 목표 또는 목적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3단계(역할 일상화)는 높은 수준의 상사부
하 상호 간 신뢰와 존경심으로 부터 상호 의무감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상사부하 교환관계에 있어 Liden, R. C ‧ Maslyn, J.
M(1998)[29]은 상사부하 간의 협상허용 범위를 확장하여 상사부하 교환관계를 ①정서적 유대감(affect), ②헌신(loyalty), ③공헌
의욕(contribution), ④지적 존경(professional respect) 의 네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Maslyn & Uhi-Bien(2001)[30]은 상
사부하 교환관계의 네 가지 하위 차원을 조직 이슈와 관련하여 정서적 유대감, 헌신 그리고, 지적 존경은 상사부하의 사회적 교
환(social exchange) 관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했으며, 공헌의욕은 업무와 관련한(work-related) 관계에 그 초점이 맞
춰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설명으로부터 Chen, G ‧ Klimoski, R. J(2003)[31]은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이론적 토대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그리고, 역할형성이론(role-making theory)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사부하 교환관계 이론은 먼저, 사회적 교환이
론의 상호 교환관계와 그리고, 역할형성이론의 상호 발전단계에 기인하여 이론적 근거를 갖게 됨과 동시에 체계적인 이론의 형
태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역할형성이론에 의하면 상사부하 관계는 시간의 흐름의 연속성 안에서 변화 과정을 겪는다. 역할형성
초기에는 상사부하는 각자에게 규정된 공식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단지 상호간에 정해진
직무에 따른 계약관계에 대해서만 의무만을 이행한다. 그러나 계약관계를 넘어 다음 단계에서는 상사는 부하들에게 공식적인
직무역할의 수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고용계약 유지를 넘어 상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처럼 조직구성원들이 상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상사도 조직구성원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상호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이후의 단계에서 상사부하관계는 공식적 역할 수행관계를 넘어 사회적 교환관계의 형태로 한층 발전하게 된다. 즉, Graen ‧
Uhl-Bien(1991)[32]에 의하면 상부하가 역할형성 과정을 통해 사회적 교환관계에 도달하게 되면 양자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신뢰, 존경 및 지원을 통해 공동의 목표달성에 이르는 합목적성 특징을 가지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게 됨을 이른다. 그리
고 Gouldner(1960)[33]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교환이론은 상호호혜성에 대한 규범(norm of reciprocity)을 교환 관계의 기
재로 한다. Cropanzano ‧ Mitchell(2005)[34]은 교환에 있어 상호호혜성의 규범은 이익을 얻은 주체(당사자)가 상대방으로 부터 받
은 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되돌려주려는 의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박지환(2013)[35]은 교환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서 상호호혜성의 규범이 형성된다면, 이들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교환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Coyle-Shapiro, Jacqueline ‧
Shore, Lynn(2007)[36]사회적 교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호호혜성의 규범은 시초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편익)을 제
공하는 행위로 부터 시작되는데, 조직 관점에서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한 설명을 밑받침 할 수 있는 이론을 유인공헌 모형
(inducement-contribution model)이라 한다. 즉, 유인공헌 모형(inducement-contribution model)에서 상호호혜성의 관계 형성
에 있어 조직을 그 출발점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March, J. G ‧ Simmon, H. A(1958)[37]은 조직구성원과 조직의 교환관계는 조
직이 조직구성원의 공헌의욕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교환관계가 시작된다고 본다. 조
직 입장에서 조직구성원의 공헌은 조직의 생명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공헌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인들을 제
공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인으로부터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공헌을 다시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 조직정치지각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Drory, A ‧ Romm, T(1990)[38]은 조직 내에서 정치적 행위와 비정치적 행위 사이의 구분은 의도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즉 자
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일련의 구체적 행동을 실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조직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행사한 것이 된다. 반면
에, 어떤 행위를 행동하지 않으려는 개인 또한 행동하지 않음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또 하나의 정치적 행위를 행사
한다고 본다. 반면, 조직 내에서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정치적인 행위를 표출하는 집단에 의해 위협적인 반
대자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럼으로, 위협적이지 않은 조직구성원은 환대받을 수 있으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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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으로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수단으로 행동을 삼가하며 남을 추종하는 것 또한 정치적 환
경에서 자신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음을 이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Randall, Marjorie ‧ Cropanzano, Russell ‧ Bormann, Carol ‧ Birjulin, Andrej(1999)[39]은 자기 이익을 증
진시키기 위한 행위들이 많아지는 정치적 환경은 조직에 대한 헌신(투자)을 위협하는 환경으로 설정되며 따라서 구성원들은 조
직에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려는 자세로 접근할 것이라 가정하며 이와 같은 조직정치지각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시행한 결과로 부터 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관계성을 행사하는 선행연구들 중 Randall, Marjorie ‧ Cropanzano,
Russell ‧ Bormann, Carol ‧ Birjulin, Andrej(1999)의 연구에서 주장한 가설을 기초로 하여 조직정치지각의 어떠한 항목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즉, 조직의 정치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직에 대한 헌신과 투자 등과 같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세분화된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직정치지각(POPS)은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OCBI)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조직정치지각(POPS) 중 일반적 이익지향 정치행위는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OCBI)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조직정치지각(POPS) 중 승진정책은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OCBI)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상사부하 교환관계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Smith, C. A., D. W. Organ ‧ J. P. Near(1893)상사와 부하는 역할형성 과정을 통해 상호 관계의 질이 발전되며, 교환관계의
질이 높게 형성되면 상사는 부하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며, 혜택을 받은 부하는 상사에게 상호호혜성에 의한 규범에 따라 역할
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으로서 조직시민행동을 보다 많이 시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Wayne, S. J., Shore, L. M.,
Bommer, W. H ‧ Tetrick, L. E(2002)[40]은 부하들은 높은 질적 상사교환 관계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자신들이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 내(In-role) 행동을 뛰어넘어 조직 시민행동을 통해 상사로부터 받은 호혜성에
대한 규범적 원리로 사회적 교환관계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이처럼 Settoon, R. P., Bennett, N ‧ Liden, R. C(1996)[41]는 상사부
하 교환관계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들로부터 상사부하교환관계가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상사부하 교환관계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보면 Duchon, D., Green, S. G ‧ Taber, T. D(1986)[42]는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은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성과 변수 등과 같은 조직효율성 차원에 정(+)의 영향을 주며, 상사부하 교환관계 질을 높게 지각하는
조직구성원들 일수록 조직몰입과 상사에 대한 만족감과 같은 효과가 더욱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Gerstner, C. R ‧ Day,
David(1997)[43]는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결과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상사에 대한 만족, 직무
만족, 조직몰입, 구성원의 성과, 역할명확성 등에 있어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Erdogan, B ‧ Liden, R.
C(2002)[44]은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작업장 안전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혁신과 같은 업무신장에 도움을 주는 영향력
을 행사함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이에 최근 들어서 공공부문에서도 상사부하 교환관계와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는데, 대부분의 연
구에서 두 개념 사이에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Wang, H., Law, K. S., Hackett,
R. D., Wang, D ‧ Chen, Z. X(2005)[45]은 중국 기업의 상사와 조직구성원에 대한 연구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조직시민
행동 그리고,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으며, Settoon, R. P., Bennett, N ‧ Liden, R. C(1996)은 병원기관 조
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과 조직시민행동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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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lowski, S. W ‧ Doherty, M. L(1989)[46]는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집단 내 조직구성원들 간 협조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Hackett, R. D., Faith, J., Song, L. J ‧ Lapierre, L. M(2003)[47]은 메타분석으로 부터 높은 수준의 상사
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한층 높인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같이 공공조직에서도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도
출되는지를 실증해 본 후,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구체적 세부하위요인별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각 비교 분석하
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정(+)의 영향에 대한 세부하위요인
을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상호호혜성에 의한 규범을 바탕으로 한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는 가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세분화된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는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OCB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중 정서적 유대감은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OCB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중 헌신은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OCB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중 공헌의욕은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OCB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중 지적존경은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OCBI)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 있어 공공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조직정치지각과 상사부하 교환관계를 독립변수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소변수로 설정하였다. 공공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정치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상사부하 교환
관계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행사하는 요인이다. 두 변수는 조직시민행동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조직
정치지각의 하위요인은 일반적 이익지향 정치 행위와 승진정책 2가지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유대감, 헌신,
공헌의욕, 지적존경 4가지로 구성하였다.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조직정치지각의 부(-)의 관계와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정(+)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조직정치지각
이익지향 정치행위
승진정책

H1
H1-1
H1-2

상사부하 교환관계

H2

정서적 유대감

H2-1
H2-2
H2-3
H2-4

헌신
공헌 의욕
지적 존경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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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의 조작적정의 및 측정도구
3.2.1 조직시민행동
본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은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에 대한 재량으로서, 조직의 공식적 보상체계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가 집합적으로 정립될 때 조직의 효율적 신장에 기여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는 Organ
(1988)의 개념적 도구를 차용하였다. Hoffman, B. J., Blair, C. A., Meriac, J. P ‧ Woehr, D. J(2007)는 Organ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분류모델은 구성개념의 타당도에 있어 양적 메타분석(Quantitative meta analysis)으로 부터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실
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은 Larry J. Williams ‧ Stella E. Anderson(1991)[48]과 Hoffman et al.(2007)에 의해 다시 OCBI(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 과 OCBO(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타심과 예의성에 대한 개인차
원 조직시민행동으로 한정하여 그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Larry J. Williams ‧ Stella E. Anderson(1991)이 개발한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6개 문항을 활용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2.2 조직정치지각
Kacmar, K, M. ‧ Bozeman, D. P., Carlson, D. S ‧ Anthony, W. P(1999)[49]는 조직정치지각을 다른 사람들의 정치, 조직 정책
의 조작, 경쟁 대상들에 대한 억압 등과 같은 정치적 활동으로부터 인식되어지는 개인의 인지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직
정치지각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Kacmar, K. M ‧ Carlson, D. S.(1997)[50]에 의해 개발한 15개 문항 중 공공조직의 특성과 한국적
맥락에 잘 맞지 않는 4개의 역선택 문항(Reverse Scale)을 제외하여 총 11개 문항을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각각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조직정치지각에 대한 연구에 있어 Kacmar, K. M. & Carlson, D. S.(1997)가 개발한 15개의
측정 문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국내 공공조직의 설문응답자들에게 역척도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익숙하지 않음에 더해 측
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4개의 문항은 제외시켰다.
3.2.3 상사부하 교환관계
Garen & Uhi - Bien(1995)은 높은 수준의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상대방과의 신뢰와 존경,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도움을 유지
하려는 상호호혜성에 기반 한 관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Liden & Maslyn(1998) 의해 개발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에
대한 측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확장된 협상허용범위의 LMX-MDM 다차원적 측정문항을 활용하였다. LMX-MDM은
①정서적 유대감(affect), ②헌신(loyalty), ③공헌의욕(contribution), ④지적 존경(professional respect)등 4개 하위차원의 요인
으로 구분되며, 하위요인별 각 3개 항목, 총 12개 설문항목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4. 결과 분석
4.1 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에 위치한 공공조직을 대상을 표본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보은군 본청 및 읍ㆍ면 공무원
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총 설문지 280부를 배포하여 273부를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과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16부는 제외하여 최종 257개의 표본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의 특성 및 현황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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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status and characteristic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직급

분류

빈도

백분율(%)

남자

159

61.9

여자

98

38.1

30세 이하

39

15.2

31~40세

101

39.3

41~50세

83

51~60세

구분
직급

분류

빈도

백분율(%)

8급/9급

90

35.0

기타

28

10.9

200만원 이하

98

38.1

201~300만원

98

38.1

32.3

300만원 이상

61

23.7

34

13.2

3년 이하

64

24.9

고등학교 이하

51

19.8

전문대학

43

16.7

4년제 대학교

152

59.1

석사이상

11

4.3

6급 이상

53

20.6

7급

86

33.5

월수입

근속연수

현 상사와의
근무연수

4~10년

72

28.0

11~20년

64

24.9

21년 이상

57

22.2

1년 이하

137

53.3

2~3년

94

36.6

4년 이상

26

10.1

4.2 자료처리
표본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을 위한 도구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내적일치도 분석을 위한 Cronbach’s  값을 구
하였다. 연구변수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및 평균 순위 등 기초적인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제시하였
으며, 연구변수 사이의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제시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t-검증과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행하였으며, 조직정치지각과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도를 분석하기 위
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였다.

4.3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설문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에 있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실시 후 신뢰도 분석을 하여
Cronbach  값을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 적재치 추정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방식을 택하였으며 회전
방식은 varimax 방식을 택하여 시행하였다. 요인 적재치 0.5/0.4 기준으로 부적절한 설문문항 제거 기준을 설정하였다.
4.3.1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고유치 1을 기준으로 1개의 요인 값이 추출되었다. 요인1은 조직시민
행동을 일컬으며, 요인분석으로 부터 모든 설문문항이 요인 적재치 0.5 이상을 넘었으며, 고유값은 4.029로 나타났다. 변동설명
력은 67.158%로 설문 문항 모두 타당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각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여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1인
조직시민행동은 0.899로 확인되어 모든 요인에 따른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가 0.6이상인 0.899 수치로 나타났기에 설문도
구에 대한 내적일치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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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조직정치지각
조직정치지각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적적치 않은 설문문항을 제
외 후 신뢰도 분석을 통해 Cronbach  값을 구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역선택 문항에서 부적절한 결과가 나와 4개 문항을 제거
한 후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최종 요인 분석 결과 요인1은 일반적 이익지향 정치행위이며 요인2는 승진정책이다. 요인 적재
값 모두 0.5 이상으로 고유값은 5.525 / 2.715로 모두 1.0 이상을 확보했다. 전체 변동에 있어 요인2개가 설명하는 변동 값은
65.731%로 50% 이상으로 도출되어 조직정치지각에 대한 설문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이
익지향 정치행위 Cronbach  값은 0.909이며, 승진정책은 0.788로 두 요인 모두 0.7 이상의 값이 도출되어 설문도구에 대한 내
적일치도 또한 양호하게 나타났다.
4.3.3 상사부하 교환관계
상사부하 교환관계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1개의 문항이 부적절한 문항으로 나와 본 문항을 제거한 후 요인분석
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헌신은 요인1, 지적존경은 요인2, 공헌의욕은 요인3, 정치적 유대감은 요인4로 인식되었다. 요인 적재
치 값은 모두 0.5 이상을 넘었으며, 고유값은 헌신 2.966, 지적존경 2.715, 공헌의욕 2.016, 정치적 유대감 1.349로 모두 1.0 이상
으로 나타났다. 총 변동에서 4개 요인이 설명하는 변동력에 대해서도 82.238%로 도출되어 설문도구에 대한 타당도는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에 있어 Cronbach  값을 보면 정치적 유대감 0.750, 헌신 0.918, 공헌의욕 0.743, 지적존경 0.938로 모두 0.7 이상으로
도출되어 설문도구에 대한 내적일치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 종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신뢰도
요인1
측정문항 요인1 (Cronbach’s 측정문항 이익지향
α)
OCBI-1

0.840

OCBI-2

0.843

OCBI-3

0.809

OCBI-4

0.851

OCBI-5

0.734

0.899

OCBI-6

0.834

고유값

요인2
신뢰도
(승진 (Cronbach’s 측정문항

정치행위) 정책)

α)

요인1
(헌신)

요인2
(지적

요인3
(공헌

요인4
신뢰도
(정치적 (Cronbach’s

존경)

의욕)

유대감)

POPS-1

0.517

0.317

LMX-1

0.233

0.118

0.146

0.918

POPS-2

0.608

0.231

LMX-2

0.284

0.342

0.075

0.571

LMX-3

0.820

0.319

0.078

0.191

LMX-4

0.864

0.270

0.169

0.141
0.180

POPS-3

0.795

0.331

POPS-4

0.826

0.206

POPS-5

0.776

0.334

LMX-5

0.854

0.283

0.137

POPS-6

0.782

0.074

LMX-6

-0.080

0.216

0.778

0.130

POPS-7

0.757

0.217

LMX-7

0.178

0.027

0.841

-0.002

POPS-8

-0.086

0.767

LMX-8

0.294

0.303

0.711

0.131

0.909

POPS-9

0.289

0.662

LMX-9

0.269

0.857

0.234

0.092

POPS-10

0.209

0.608

0.788

LMX-10

0.336

0.863

0.181

0.105

POPS-11

0.231

0.575

LMX-11

0.335

0.844

0.174

0.194

4.029

고유값

4.525

2.715

고유값

2.966

2.715

2.016

1.349

분산(%) 67.158

분산(%)

41.138

24.593

분산(%)

26.964

24.684

18.330

12.259

누적분산
67.158
(%)

누적분산
(%)

41.138

65.731

누적분산
26.964
(%)

51.649

69.979

82.238

*KMO=.873, X2=922.233,
자유도=15, p=.000

*KMO=.920, X2=1696.604,
자유도=55, p=.000

*KMO=.879, X2=2004.626,
자유도=55, p=.000

α)
0.750

0.918

0.74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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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위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상위 독립변수인 조직정치지각과 상사부하 교환관계, 그리로 종속변인인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Pearson 상
관계수에 대한 유의수준을 정리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에 있어 조직정치지각은 평균 3.10,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평균 3.49로 나
타났다. 조직정치지각과 상사부하 교환관계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r=-0.129(p<.05) 값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직정치지각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또한 r=-0.157(p<.05)값으로 유의미인 부(-)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 상사부하 교환관계와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r=0.273(p<.001)값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upper research variables
구분
POPS
LMX
OCBI

Mean

SD

1

2

3

3.09

0.81

1
(.)

3.48

0.61

-0.129
(0.041*)

1
(.)

3.66

0.70

-0.157
(0.013*)

0.273
(0***)

1
(.)

*p<.05, **p<.01, ***p<.001

4.5 하위 독립변수와 조직시민행동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조직정치지각과 상사부하 교환관계 하위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있어 일반적 이익지향 정치행위 그리고, 정치적
유대감은 r=-0.13(p<.05), 일반적 이익지향 정치행위 그리고, 헌신은 r=-0.18(p<.01), 승진정책 그리고, 헌신은 r=-0.16(p<.05)
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조직정치지각 하위요인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일반적 이익지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lower independent variable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구분
이익지향 정치행위
POPS
승진정책
정치적 유대감
헌신
LMX
공헌의욕
지적존경
OCBI
*p<.05, **p<.01, ***p<.001

Mean

SD

1

2

3

4

3.15

0.88

1
(.)

2.96

0.86

0.73
(0***)

1
(.)

3.26

0.85

-0.13
(0.044*)

-0.06
(0.346)

1
(.)

3.53

0.81

-0.18
(0.003**)

-0.16
(0.012*)

0.65
(0***)

1
(.)

3.47

0.64

0.03
(0.602)

0.02
(0.693)

0.34
(0***)

0.36
(0***)

1
(.)

3.60

0.81

-0.07
(0.29)

-0.09
(0.146)

0.52
(0***)

0.64
(0***)

0.47
(0***)

1
(.)

3.66

0.71

-0.18
(0.003**)

-0.15
(0.019*)

0.30
(0***)

0.18
(0.003**)

0.19
0.21
(0.002**) (0.001***)

5

6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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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정치행위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은 r=-0.18(p<.01), 승진정책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은 r=-0.15(p<.05)로 유의미한 부(-)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상사부하 교환관계 하위요인과 조직시민행동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정치적 유대감 그리고, 조직시민행동
은 r=0.18(p<.01), 헌신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은 r=0.21(p<.001), 공헌의욕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은 r=0.30(p<.001), 지적존경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은 r=0.18(p<.01)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Table 4와 같다.

4.6 가설검증 및 영향 분석
4.6.1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독립변수 영향 분석
조직정치지각과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적모형 도출을 위해 내포모형(nested model)을
적용하였다. 자세한 분석 결과에서 모형통계량을 보면 독립변수와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상관계수 0.350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도 측정 결정계수는 0.122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있어 변동 1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결정계수 0.090와 모형 유의성을 검증하는 F=3.828(p<.001)으로 모형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upper independent variable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구분

비표준

변인

표준

t값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POPS

-0.135

0.055

-0.155

-2.452

0.015*

LMX

0.290

0.07

0.251

4.141

0.000***





수정 

F값

p값

0.350

0.122

0.090

3.828

0.000

모형통계량

4.6.2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독립변수 영향 분석
조직정치지각과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하위영역 변인들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적모형을 찾기 위하여 내포
모형(nested model)을 적용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모형통계량에서 볼 수 있듯 독립변수와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상관계수는 0.394로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도 측정 결정계수는 0.155로 나타나 독립변수가 조직시민행동 변동 15.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결정계수는 0.110로 나타났으며, 모형 유의성을 검증하는 F=3.433(p<.001)으로 모형은 유의
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lower independent variable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구분
POPS

LMX

비표준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
회귀계수

이익지향 정치행위

-0.146

0.072

-0.159

-0.204

0.031*

승진정책

-0.083

0.073

-0.101

-1.137

0.257

정치적 유대감

0.048

0.069

0.058

0.706

0.481

헌신

0.154

0.081

0.146

1.972

0.048*

변인

t값

p값

공헌의욕

0.301

0.076

0.273

3.959

0.000***

지적존경

-0.018

0.075

-0.020

-0.235

0.814

F값

p값

3.433

0.000***

모형통계량







0.394

0.155

수정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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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회귀분석 결과를 통한 영향 비교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는 조직정치지각과 상사부하 교환관계에 대한 영향요
인에 대하여 요인별 회귀계수를 Fig. 2와 같이 도표로 나타냈다. 두 개의 독립변인인 조직정치지각과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미치
는 영향 그리고, 각 독립변수별 하위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계수 크기로 비교하며 먼저, 부정적인 영향요인의 조직정치지
각에 있어 하위요인 중 일반적 이익지향 정치행위 B=-0.146의 영향력이 전체 조직정치지각 B=-0.135의 부정적 영향 보다 약간
크게 도출되었다. 또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긍정적 영향 비교에 있어 하위요인 중 공헌의욕 B=0.30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구분이 없는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그 뒤를 이르며(B=0.29), 헌신(B=0.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2. Impact comparis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results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글과도 비교되어지는 공공조직의 무한 경쟁적 환경과 희소한 자원의 한계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헌신
을 이끌어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조직 내에는 비공식적 개인의 자발적 헌신으로 강조되어지는 조직시민행동을 촉진하는 기제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이를 저해
요인 또한 함께 공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이를 저해시키는 부정적 요인인 조직정치
지각을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을 신장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상사부하 교환관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실제적으로 공공조직
내에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하위변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졌다.
첫째, 조직정치지각(POPS)의 부정적 상위요인은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OCBI)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되었
으며,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는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OCBI)에 정(+)의 영향을 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조직정치지각 하위요인별 영향에 있어 일반적 이익지향 정치행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
되었으나, 승진정책에 있어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 값이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1-1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또한 긍정적 상위요인의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하위요인별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헌신과
공헌의욕에 있어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유대감과 지적존경에 있어서는 유의미하지 않음으로 실증되
었다. 따라서 가설 2와 가설 2-2그리고, 가설 2-3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2-1과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셋째, 각 독립변수별 하위
요인에 대한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공헌의욕이 가장 크게 정(+)의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헌신이 정(+)의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부(-)의 영향은 일반적 이익지향 정치행위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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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가설 1로 부터 조직정치지각의 하위요인 중 ‘일반적 이익지향 정치행위’는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철밥통,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로 수식되는 공공조직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수직적인 계층제적 지시를 따르는 공공조직의 조직 관성은 정해진 매뉴얼에 의한 절차적 과정을 강조하며 위계질서를 따르다
보니, 공공 조직구성원 개개인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 변화를 표출하게 되면 일반적 이익지향 정치행위가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
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 자체는 또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화를 주장하는 공공 조직구성원
개인만이 피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공공조직의 병폐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오히려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
는 것이 개인적 피해를 줄이고 조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즉, 공공조직에 있어 시스템
또는 체계를 변화하려는 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주류에
편승하는 암묵적 행위가 개인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터 일반적 이익지향 정치행위가 높아지며, 결국 이 같은
행위들의 집대성으로부터 조직시민행동을 직접적으로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기인 된 것이라 볼 수 있다(가설 1-1). 반면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조직관성 그리고 불확실성으로부터 배제된 공공조직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성과에 의한 인사평가 보다는 연
공서열에 따른 승진정책이 비교적 안정적화 되어 적용되고 있기에 승진정책에 대한 평가제도에 따른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 자
체가 성과 및 경쟁위주로 반영되는 사기업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조직의 관료 사회에서는 일부러 또는 자발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수행하려하기보다는 시간의 비례에 따른 자동 승진 제도상의 비합리적 편리성에 편승하려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
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부터 조직시민행동에 따른 가설 1-2의 승진정책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한계가 있었던 것이
라 추정되어진다. 가설 2와 관련해서는 상사부하 교환관계 하위변인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가설2-2의
공헌의욕과 가설 2-3의 헌신에 있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헌의욕은 조직시민행동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쳤는데 공헌의욕이 조직시민행동에 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Maslyn & Uhi-Bien(2001)의 연구와 연계해 보면, 상사부하
사이에서 사회적 교환관계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지는 헌신, 정서적 유대감, 지적 존경의 영향력보다 업무와 관련(work-related)
한 공헌의욕으로부터 형성된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조직시민행동에 더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추정해볼 수 있다. 첫째, 조직시민행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촉진제로 상사부하
교환관계를 저해요인으로 조직정치지각에 대한 영향을 동시에 실증분석 한 것이다. 특히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인
조직정치지각을 실증한 점은 기존의 많은 조직연구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조직시민행동 활성화 방안으로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
구에 주력해 온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긍정적 영향요인에만 한정하여 변수를 국한하지 않았으며
조직시민행동을 감소시키는 해위인 부정적 영향의 조직정치지각을 독립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실제 공공조직 현장에서 발생하
기기 쉬운 조직시민행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관리 및 조정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 있어 그 시사점이 있
다. 조직정치지각이라는 부정적 영향변수를 관리할 때 근본적으로 조직정치지각은 개개인의 주관적 지각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에 공공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관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인지하
는 조직정치지각은 각각의 개별 정치 상황과 맥락에 있어 제각기 다른 조직정치지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공 조직
구성원 사이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갈등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기본적 특성에 대해 면밀히 고려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정치지각과 상사부하 교환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공공 조직차원에도 조직시민행동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때, 요인에 대해 초점을 맞춰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 제공 역할에 기여할 것이다. 즉, 공공조직은 조직시민행동 활성화하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상사
부하 교환관계 중에서 공헌의욕에 대한 관리영역을 고민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헌신과 관련된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조직정치지각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적 이익지향 정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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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탐구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영향을 공공조직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라는 점이다. 조직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연구들이 대부
분 민간 경영조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불확실하고 사악한 문제들이 도처에서 밀려오기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공공조직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 각성시킬만한 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복
지부동, 무사안일주의, 철밥통 이라는 인식 프레임을 벗어나 공직영역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비공식적 업무에 대한 자발적 ‧ 적극
적 참여는 현재의 공공조직 사회에 변화를 도모하며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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