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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큐리티 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양적으로 성장하

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과다한 수익성 경쟁에 치

우쳐 조직은 물론 조직구성원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1]. 특히, 시큐리티 업체는 무형

의 제품, 즉 고객에게 시큐리티 서비스라는 상품을 제

공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의 품질평가 및 고객만족도는

조직구성원의 대응여부에 따라 평가된다고 할 수 있

다[2]. 또한 시큐리티 서비스는 인적자원을 활용한 서

비스 제공의 빈도가 높아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와 유

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시큐리티 기업은 낮

은 사회적 인지도와 부족한 후생복지 등으로 인해 서

비스 대상자의 안전보장이라는 책임을 완수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시큐리티 기업 및 종사자에 의한 범죄행

위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러한 비윤리적 범죄사

건의 발생원인은 시큐리티 기업 및 종사자의 직무윤

리의식 결여와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무관심과 외

면으로부터 초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이에 반해 최근 국내 환경 및 노동 관련 단체에서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을 파악

하고 국내 기업들에 있어 사회적 책임 수행의 중요성

을 적극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의 확산과 도입의 필요

성을 강조하며 실천하고 있다[3].

그러나 시큐리티 산업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기업들이 효율적 조직관

리 및 운영을 위해 내부마케팅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

로, 인력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시큐리티 산업에 있어

서도 효율적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큐리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외부적 요인이 아닌, 조직의 내부

적 요인과의 직·간접적 관계로 해석하고, 시큐리티 기

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신뢰,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

시민행동 요인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이론적배경

2.1 시큐리티기업의 개념과 현황

2.1.1 시큐리티기업의 개념

시큐리티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시큐리티 기업을

총칭하는 민간경비에 대해 그린(Gion Green)은 “특정

한 개인, 조직, 시설에 대한 범죄, 손실, 위해의 예방

에 기본적으로 종사하는 공적 법집행기관 이외의 개

인, 조직, 서비스이다”라고 정의하였다[4].

그러나 국내 많은 학자들[5][6]은 ‘security’를 ‘민간

경비’, ‘경비’, ‘경호’, ‘보안’, ‘안전’ 등의 여러 가지 의

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여기에 ‘private’를 결합하여 ‘p

rivate security', 즉 우리말로 ‘민간경비’라고 총칭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private security'와 관련된 업

무행위를 ‘민간경비 업무’라고 해석하며, 더불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민간경비업자’, ‘시큐

리티업체’, ‘시큐리티 기업’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

는 회사를 ‘시큐리티 기업’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큐리티 기업의 집단을 ‘시큐리티 산

업’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1.2 시큐리티 산업의 현황

치안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안전 보장을 서비스

상품으로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시큐리티

산업은 최초 1953년 미군의 용역업무를 도급받아 시

작한 이래 2011년 12월 31일 현재 3,651개의 업체이

며, 146,478명의 종사자가 시큐리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양적·질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한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큐리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가받은 업종의 합계는 4,381개(100%)에 이른

다. 이중 서울 1,791개(40.8%), 경기 710개(16.2%), 부

산 298개(6.8%), 대구 228개(5.2%)로 네 개 도시가 전

체업종계의 6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이 4

0.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

요 업무비중은 시설경비가 3,529개(80.6%), 신변보호

540개(12.3%), 기계경비 152개(3.5%), 특수경비 115개

(2.6%), 호송경비 45개(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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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경제적 책임
( e c o n o m i c
responsibility)

기업 자체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제
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
에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보상이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책임. 즉 생
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고용 및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등
의 사회적 기여

법적 책임
( l e g a l -
responsibility)

기업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사회가
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해야
하는 책임

윤리적 책임
( e t h i c a l
responsibility)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사회가 기대하
고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의무, 즉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대, 기
준 및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책
임

자선적 책임
(phi lanthropic
responsibility)

자발적인 책임의 수행, 경영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 기부와
자원봉사 등을 의미

체 업무 중 시설경비 업무비중이 80.6%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2.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구성요소

2.2.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기업 경영에서 단기적인 성과 중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

y(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하 CSR)가 중요한 사

회․경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CSR이란 기업이 사회에서 경영 활동을 하면서 직

면하게 되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생태학적 결과들에 대한 책임

을 스스로 지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C

SR은 사회적 의무와 관련된 조직의 상태 및 활동[7]

이며, 사회에 대한 해악을 극소화하는 대신 긍정적인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몰입[8]이므로 경제적․

법적 의무를 넘어서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 의미

한다[9].

다만 OECD나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범위에 기업뿐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정부를 포함하

도록 하여 ‘CR(Corporate Responsibility, 기업 책임),

또는 ‘기업(Corporate)’이라는 단어를 빼고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0]. 그 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투명경영, 윤리경영 등 다양한 용어들

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관

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 및 범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의 목표가 폭넓은 기업가치, 기업경쟁

력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은 정부의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부

분을 보완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포함하며 사회적

측면과 그 외의 환경적 측면까지 수용하여 지속가능

경영 영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11].

2.2.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구성요소

Carroll(1979)[12], Preston과 Post(1981)[13]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이미지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다. Carroll(1979)[12]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다층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는데,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으로 구분하였다[14].

Carroll(1979)[12]의 이러한 구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설명하는 연구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15].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단위로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책임이며, 법적 책임은 기업의

경제적인 임무를 법적인 틀 내에서 수행할 책임을 가

리킨다. 그리고 윤리적 책임은 법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기업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대되는 행동

과 활동을 의미하고, 자선적 책임은 기업의 개별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따라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 활동이나 기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책임

을 말한다[16].

<표 2-1> Carroll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4단계

자료: Carroll(1979)[12]와 Carroll(1991)[17]의 내용을 재구성.

2.3 조직신뢰

2.3.1 조직신뢰의 개념

최근에는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특히 조직관리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조직

신뢰(organizational trust)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정의해 왔다. 조직신뢰란 ‘개인이 조직을 신

뢰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신뢰’라 할 수 있다[18].

또한 ‘종사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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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진 포함)에 대하여 기꺼이 믿고 따르려는 의

지를 가지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19], 경영자

에게 있어 오래전부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

고 있다. 또한 조직신뢰는 협동과 이타적인 행동을 증

진시키기 때문에 조직신뢰가 높을수록 좋은 조직을

의미한다[20]. 신유근(1999)[21]은 조직구성원이 조직

과 상사 그리고 동료에 대해 신뢰하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

로 수용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조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

는 긍정적 요인들과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2.3.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신뢰

조직신뢰의 선행요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대인간의 신뢰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조직신

뢰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데 그 원인이 있다.

Fukuyama(1995)[20]는 최고경영자의 윤리 활동이

신뢰와 관련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며,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은 구성원의 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최고경영자의 일관성 있는 경

영활동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를 하는데 있

어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기업

내 윤리적 행동들은 조직 내에서 신뢰의 수준을 높인

다고 하였다.

O'Malley(1999)[22]는 서비스 기업이 조직구성원

으로부터 진실된 조직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공헌이나 자선활동의 실시가 중요하

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영석(2004)[23]은 집단의 상위

범주 차원에서 비롯되는 책임감과 신뢰하는 대상의

특성 차원에서 비롯되는 도덕성에서 신뢰의 형성요인

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서비스 기업이 사회나

조직에 대하여 책임을 다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은 자신

의 조직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으며 높은 수준

의 신뢰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상의 논거를 바탕으로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1. 시큐리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종업원의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조직신뢰

2.4.1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심리학 분

야에서 개인과 조직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조직몰입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

간의 의견이 달라서 합의된 견해가 아직 존재하지 않

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조직몰입에 대한 다양한 정의

들은 그 이론적 근거를 기준으로 크게 조직행위론(태

도적 접근법)과 사회심리학(행동론적 접근법)으로 나

눌 수 있다[24].

조직몰입에 대한 조직행위론적 접근법(태도적 접근

법)과 관련해 Mowday et al.(1982)은 “조직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애착성향으로 정의”하였으며, 조

직몰입에 대한 사회심리학 접근법(행동론적 접근법)

과 관련해 Becker(1960)는 “만약 행동이 비연속적이

면 잃게 되는 부수적 투자의 축적 때문에 개인이 계

속적인 행동(consistent line of activity)을 하게 되는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24]. 또한 Meyer and Allen(1

993)[25]은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를 정서적 몰입(affect

ive commitment),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

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으로 구분

하여 조직의 목표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

게 하는 내재적 규범체계를 개념화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몰입을 가치 내면화, 동일시 감

정, 애착심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2.4.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몰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다음의 연구에서

간접적으로 상호간의 관계를 찾아 볼 수 있다. Pteter

son(2004)[26]은 사회적 책임으로 형성된 기업의 긍정

적인 명성에 대해 소족직원들의 자부심이 높아지며

이에따라 조직에 대한 몰입이 향상된다고 하였으며,

Brammer et, al.(2005)[27]는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

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외적 인식과 조직구성

원의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의 관계

를 입증하였는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특히 김지회(2009)[28]는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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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신뢰와 조직몰

입, 조직시민 행동이라는 기업내부의 요인들과 호텔기

업의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의 연구에서 호텔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종사자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과변수인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논거

를 바탕으로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2. 시큐리티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변수의 측정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 관련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

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념인 Carroll(1979)[12]의 기업

의 사회적 책임 모형을 근거로 시큐리티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윤리적 책임, 그리고 자

선적 책임’으로 나누어 적용하였으며, Carroll(1979)[1

2], 김해룡 외(2005)[29]와 신용보증기금(2007)[30]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25개 항목으로 시큐리티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직신뢰는 McAllister(1995)[31]가 언급한 인지적·

정서적 신뢰척도와 Rousseau et al.(1998)[32]의 연구

개념을 배경으로 조직신뢰 척도 8문항을 구성하여 시

큐리티 기업의 조직신뢰를 측정하였다.

조직몰입은 Mowday et. al.(1979)[33]의 연구 개념

인 감정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이들 내용을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한 Ko, Price and Muller(1997)[34]의 척

도를 활용하여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시큐티리

기업의 조직몰입을 측정하였다.

3.2 자료 수집 및 표본의 선정

이 연구는 시큐리티 기업체의 종사자가 해당 기업

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직신뢰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 기준 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큐리티 업체 중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

계경비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선정하여 방문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320부를 회수하였다. 모든 설문문항

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다.

3.3 표본의 특성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3

-1>과 같이 전체 응답자 320명 중 성별은 남성이 284

명(88.8%), 여성이 36명(11.3%)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116명(51.9%), 30대가

133명(41.6%), 40대 이상이 21명(6.0%)으로 나타났으

며, 20대와 30대가 전체의 93.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

성별
남성

여성

284

36

88.8

11.3

연령

20대

30대

40대 이상

116

133

21

51.9

41.6

6.0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216

104

67.5

32.5

직급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이상

232

50

38

72.5

15.6

11.9

근속년수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53

101

55

111

16.6

31.6

17.2

34.7

급여

150만원 미만

151만원-200만원 미만

201만원-250만원 미만

251만원 이상

15

194

51

60

4.7

60.6

15.9

18.8

학력
고졸 이하

대학 졸업 이상

116

204

36.3

63.8

결혼여부
미혼

기혼

229

91

71.6

28.4

일반적으로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216명(67.5%), 계

약직이 104명(32.5%)으로 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직급은 사원이 232명(72.5%), 대리급이 50명(1

5.6%), 과장급 이상이 38명(11.9%)으로 사원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구성원의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이 53명(16.6%), 1년

이상-3년 미만이 101명(31.6%), 3년 이상-5년 미만이

55명(17.2%), 5년 이상이 111명(34.7%)으로 1년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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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회적 자본

(요인1)
법적·윤리
적 책임

(요인2)
자선적
책임

(요인3)
경제적
책임

1. 준법경영 .870 -.109 .016

2. 공정거래 질서, 법규 준수 .836 -.118 .079

3. 윤리적·도덕적 규범 준수 .829 .003 .035

4. 윤리적인 투명경영 .767 .072 -.031

5. 치안유지 책임의 인식 .754 .192 -.107

6. 치안유지 실천 .737 .218 -.131

7. 지역사회 기여 .111 .765 .048

8. 지역사회 책임의 중요성 .115 .822 -.029

9. 사회공헌활동 .147 .795 -.029

10.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035 .874 .007

11.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059 .863 -.023

12. 고객 서비스 향상 노력 .191 .093 .610

13. 높은 경쟁력 보유 .040 .063 .761

14. 일관된 수익 .013 -.064 .819

15. 일관된 고용기회 제공 -.110 .277 .714

회전 제곱한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11.095
44.380
44.380

2.886
11.543
55.923

1.723
6.892
62.814

Cronbach's α .902 .933 .822

년 미만과 5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성원들의 급여는 150만원 미만이 15명(4.7%), 15

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94명(60.6%), 201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 51명(15.9%), 251만원 이상이 60

명(18.8%)으로 15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116명(36.3%),

대학졸업 이상이 204명(63.8%)으로 대학졸업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이 229명(7

1.6), 기혼이 91명(28.4%)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1.1 시큐리티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분석결과

는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약 6

2.8%, 각 요인의 Cronbach's α는 .822이상으로 연구

에 사용된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표 4-1> 사회적 책임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사회적 책임은 3개의 다차원적 하위개념으로 구성

되었다. 제1요인은 1문항에서 6문항까지로 요인명은

‘법적·윤리적 책임’으로 명명하였으며, 제2요인은 7문

항에서 11문항까지로 요인명은 ‘자선적 책임’으로 명

명하였다.

4.1.2 시큐리티기업의 조직신뢰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신뢰에 대한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이 2개가 추출되었다.

<표 4-2> 조직신뢰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항목
조직신뢰

인지적 정서적

1. 도움과 격려 .567 -.317

2. 도움 요청 가능여부 .766 -.117

3. 자신의 배려 .964 .142

4. 개인적 피해 감수 .876 -.003

5. 대한 믿음 .678 -.243

6. 약속이행 .003 -.912

7. 직원들간의 믿음 -.032 -.941

8. 지원과 보상 .237 -.708

회전 제곱한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5.521

69.014

69.014

.645

8.064

77.078

Cronbach's α .905 .895

전체 설명력은 약 77.1%, 각 요인의 Cronbach's

α값은 .895이상으로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직신뢰는 2

개의 다차원적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제1요인은 1

문항에서 5문항까지로 요인명은 ‘인지적 신뢰’로 명명

하였으며, 제2요인은 6문항에서 8문항까지로 요인명

은 ‘정서적 신뢰’로 명명하였다.

4.1.3 시큐리티기업의 조직몰입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몰입에 대한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이 2개가 추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약 73.4%이며, Cronbach's α값은 .7

23이상으로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직신뢰는 2개의 다차

원적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제1요인은 1문항에서

5문항까지로 요인명은 ‘감정적 몰입’으로 명명하였으

며, 제2요인은 6문항에서 7문항까지로 요인명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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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몰입’으로 명명하였다.

<표 4-3> 조직몰입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항목
조직몰입

감정적 규범적

1. 회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화 .853 .059

2. 회사에 대한 강한 소속감 .943 .111

3. 회사에 대한 가족화 .828 -.062

4. 회사의 중요성 .803 -.102

5. 회사 근무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 .793 -.117

6. 회사 이직에 대한 죄책감 .037 -.855

7. 회사 동료로 인한 이직의 어려움 -.065 -.888

회전 제곱한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4.943

61.783

61.783

.928

11.602

73.385

Cronbach's α .911 .723

4.2 상관관계분석

<표 4-4>는 회귀분석에 활용된 연구변수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회적 책임(법적·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경제적 책임)은 조직신뢰(인지적신

뢰, 정서적 신뢰)와 조직몰입(감정적 몰입)과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범적 몰입은 사회적 책임(1번, 2번, 3번)과 조직신뢰

(4번, 5번)와의 상관관계에 있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종사자가 정신적·신체

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선택에

대한 후회 또는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

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형 시큐리티 기업에 고

용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직이 힘

들며, 이직을 하여도 영세한 업체가 많은 시큐리티 산

업의 환경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염려하면서 이중적으로 응답하였기

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4-4>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1
법적·윤리적

책임
-

2 자선적책임 .449** -

3 경제적책임 .517** .420** -

4 인지적신뢰 .581** .659** .439** -

5 정서적신뢰 .226** .396** .219** .578** -
6 감정적몰입 .474** .439** .380** .597** .326** -

7 정서적몰입 -.303** -.089
-.148*

*
-.275** -.049 -.091 -

*p<.05*; *p<.01

4.3 가설검정

4.3.1 가설 1의 검정

이 연구의 가설 1은 ‘시큐리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은 종업원의 조직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과 조직신

뢰를 중심으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5>는 사회적 책임이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5> 사회적 책임과 조직신뢰간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직신뢰

인지적 신뢰

(Y1)

정서적 신뢰

(Y2)

사회적

책임

법적·윤리적 책임(X1) .495** .294**

자선적 책임(X2) .240** .534**

경제적 책임(X3) .083 .102

R2 .392 .477

*p<.05; **p<.01

법적·윤리적 책임(β=.495)과 자선적 책임(β=.240)은

인지적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법적·

윤리적 책임(β=.294)과 자선적 책임(β=.534)도 조직신

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책임은 조직신뢰의 변수인 인지적 신뢰와 정

서적 신뢰에 대해 전체변량의 약 39.2%, 47.7%를 나

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일부채택 되었다

다만, 경제적 책임과 조직신뢰와의 관계에서는 어

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종사자들이 기

업의 다양한 수익 창출 또는 서비스 향상 등과 같은

노력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에게 있어 업무 가중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고 할 수 있겠다.

4.3.2 가설 2의 검정

이 연구의 가설 2는 ‘시큐리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은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과 조직몰

입를 중심으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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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은 사회적 책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6> 사회적 책임과 조직몰입간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직몰입

감정적 몰입

(Y1)

규범적 몰입

(Y2)

사회적

책임

법적·윤리적 책임(X1) .398** .057

자선적 책임(X2) .462** .394**

경제적 책임(X3) .077 .064

R2 .540 .161

*p<.05; **p<.01

법적·윤리적 책임(β=.398)과 자선적 책임(β=.462)은

감정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선적

책임(β=.394)도 규범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적 책임과 조직몰입과

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는 종사자들이 기업의 다양한 수익 창출 또는 서비스

향상 등과 같은 노력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 증가 등과 같은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적 책임은 조직몰입의 변수인 감정적 몰

입과 정서적 몰입에 대해 전체변량의 약 54.0%, 16.

1%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일부채택 되었

다.

5. 결 론

기업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많

은 수의 기업들이 이전과 달리 전락적인 관점에서 사

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

큐리티 산업 영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효과

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였으며, 더욱이 시큐리티

기업의 종업원의 조직신뢰와 조직몰입과 같은 주요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한 연구는 더욱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은 분석결

과이다. 첫째, 시큐리티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신

뢰의 관계에 대해 가설검증을 한 결과 법적·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조직신뢰에 정의(+)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채택 되었다. 즉, 법적·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은 종사자들부터의 조직신뢰

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설명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시큐리티 기업은

끊이지 않는 종사자에 의한 범죄발생 억제와 시큐리

티 기업의 불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큐리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에 대해 분석한 결과 법

적·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에서 조직몰입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채택 되었

다. 결과적으로 법적·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종

사자들부터의 조직몰입을 이끌어 내는 결정적 설명변

수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법령 준수, 윤리적 행위, 자선적 활동은 종사자로부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몰입을 크

게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속적인 관

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향후 후속 연구과제로 시큐리티 사업을 영

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비교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큐리티 산업에 있어 조직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조직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

도록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적

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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