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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상사지원인식이 조직구성원들의 역할내 성과와 역할외 성과에 미치는 향을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규명하는데 목 이 있다. 일반기업 종사자 269명으로부터 설문을 받

고,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상사지원인식과 직무성과 간에 정(+)

인 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사지원인식과 성과 간의 계에 있어서 직무기

반 심리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할내 성과

와 역할외 성과를 측하는데 있어서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 의하면,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

식이 상사지원인식과 역할내 성과 간의 계에 있어서 완 매개를 하고, 상사지원인식과 역할외 성과 간

의 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연구와 실무 인 시사 에 해서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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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d supervisor support(PSS) on employees' 

in-role and extra-role performance by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job-based psychological 

ownership(JBPO). Data were collected from 269 employees from a variety of companies. Both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Previous research has fou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SS and job performance. However, empirical analysis has not 

yet demonstrated PSS-performance relationships mediated through JBPO.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this mediation in predicting in-role and extra-role performance. In the current 

study, JBPO was foun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SS and in-role performance 

a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SS and extra-role performance. Future 

discuss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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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측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직의 목표달성 과정이 더욱 험난해지고 있으며, 

조직의 종업원들이 이 같은 변화에 잘 응하여 성과를 

내게 하기 한 조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 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최근 기업들이 사

회  교환이론 에서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1]에 많은 심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후원

을 받을 때 조직에 한 애착을 느끼고 성과창출에 도

움이 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

이다.  

아울러 조직  사회 련 연구를 살펴보면 훌륭한 상

사가 변화무 한 경 환경 속에서 종업원들을 동기부

여 시키고 이들을 지원하게 되면, 종업원들이 다른 사

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명시된 책

임 이상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게끔 향력을 끼

친다고 밝히고 있다[2-4].  

따라서 조직 차원의 지원과 배려를 종업원들이 실감

나게 느끼게 하기 해서는, 실질 으로 상사지원인식

(Perceived Supervisor Support)[5]과 같이 상사가 종업

원에게 보여주는 실천  지원활동과 같은 것을 통해 종

업원들을 동기부여 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

고 있다. 즉 상사로부터 지지받고 후원받는 느낌을 강

하게 받은 종업원들일수록 조직지원인식을 크게 느끼

게 되고, 조직이 자신에게 해 주는 지원에 보답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한다는 것이다[6].

한편 종업원들이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유형이나 

무형의 특정 상을 공식 으로 소유하 는지 여부와 

상 없이 심리 으로 조직 는 업무에 한 애착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Pierce 등[7]은 심리  주인의식

(Psychological Ownership)이 종업원의 태도나 행동의 

요한 측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상사지원인식이 종업원

의 역할내 성과  역할외 성과와 같은 조직유효성 변

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종업원의 직무기

반 심리  주인의식에 미치는 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상사지원인식과 조직 유효성 사이에서 직

무에 한 소유감을 개념으로 한 직무기반 심리  주인

의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매개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는

지 입증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상사지원인식과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

식, 그리고 역할내 성과와 역할외 성과의 이론  고찰

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상사지원인식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

는 상사의 지원은 종업원을 조직에 우호 이거나 비우

호 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한다[8]. 이러한 상사의 

지원에 해 알아보기 해 먼  조직지원에 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종업원들의 경우 상사의 태도를 

통해 조직의 우와 후원을 가리키는 조직지원을 인식

하기 때문이다[8-10].

조직지원인식은 조직 련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교환 계의 표 인 이다[1]. 조직지원이론[1][11-13]

에 따르면 조직 차원의 지원은 사회정서 인 요구이고, 

업무에 한 종업원들의 노력을 증가시키기 해 조직

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종업원들은 그들이 조직에 기여함으로써 조직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는 

일반 인 신념을 가진다[8]. 

Eisenberger 등[1]은 조직지원인식이 '종업원들의 기

여에 한 조직의 평가와 종업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한 조직의 심 정도에 한 종업원들의 믿음'이

라고 정의 하 으며, 조직지원을 더 많이 느끼는 종업

원일수록 결근의 감소 등과 같은 행동을 통해 조직의 

지원에 보답한다는 실증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직지원인식이나 사회  지원과 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조직구성원들이 상사가 자신들을 지원한다고 

느끼게 되면 주어진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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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인 임무와 역할 외의 분야에까지 노력을 하고 정

인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3][4][14][15]. 조직지원인식

과 상사지원인식 사이의 정 인 계에 해서는 많

은 연구들이 나와 있다[4][5][8][16-19].

Kottke와 Sharafinski[5]는 상사지원인식을 ‘상사가 

종업원의 기여를 평가하고 종업원의 윤택한 삶에 여

하는 정도에 해서 종업원들이 평가하는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즉 상사가 지시사항에 한 책임을 지고 종

업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의 일을 조직을 신해서 얼

마나 제 로 수행하는지에 한 종업원들의 믿음이 그

만큼 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조직지원

의 지표로서 그들을 향한 상사의 태도를 보기도 한다고 

주장한다[1][10].

아울러 상사가 조직구성원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

의 업무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성과를 높여주며 직무

에 한 만족을 높여 주는 등 조직과 조직구성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8][20].  

2.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
심리  주인의식(Psychological Ownership)은 ‘개인

이 소유 상을 자신의 것 혹은 자신의 일부분으로 느끼

는 심리 인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7].

Vandewalle, Van Dyne과 Kostova[21]는 '종업원들

이 합법 , 물리 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정 상에 해 느끼는 주인의식'으로 심리  주인의

식의 개념을 정의하기도 하 다. 즉 심리  주인의식은 

그 상이 유형이던 무형이던 간에 주인의식을 느낀 

상에 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책임감은 그 

상을 보호하고 돌보고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

는 책임의식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의식은 조직의 성과향상을 한 개인의 기

여도를 높여 다[22].

심리  주인의식의 형성과 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Pierce 등[7]은 종업원들이 조직과 련

된 여러 가지 요소를 상으로 심리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심리  주인의식이 가지는 의미

와 근원을 밝히는데 주력하 다. 

이러한 심리  주인의식은 Mayhew, Ashkanasy, 

Bramble과 Gardner[23]가 조직과 직무 에서 두 가

지 심리  주인의식으로 나 어서 설명하고 조직  직

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역할외 

성과 등과 한 련이 있음을 증명하 다. 이 연구

에서 조직기반 심리  주인의식(Organization-based 

Psychological Ownership)은 조직 체와 련된 심리

 주인의식을 의미한다. 를 들어, 조직 분 기, 상사

의 리더십, 조직의 목표와 비 , 조직의 명성, 그리고 조

직의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 등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

당된다. 반면에 직무기반 주인의식(Job-based 

Psychological Ownership)의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수

행하고 있는 특정 직무와 련된 것에 한 심리  주

인의식을 의미한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개 조직에 한 심리

 주인의식이라는 측면에 보다 많은 비 을 두어 연구 

결과를 도출해왔다. 그런데 종업원 입장에서 조직지원 

혹은 상사지원을 인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 으로 후원되는 부분에 

한 인식이 보다 많은 비 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한 책임감 내지 

소유의식을 유발한다[23]. 이런 을 감안했을 때 조직

에 한 심리  주인의식도 물론 성과창출에 요한 

향을 끼치지만, 자신의 직무와 련된 심리  주인의식

이 상사지원 인식과 좀 더 직 인 연 성을 가지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직무기반 주인의식은 종업원의 역할내 성과와 역할

외 성과에 향을 다.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은 

주어진 직무 수행에 한 행동으로 조직의 보상이나 고

용 등과 계가 있다. 한 공식  보상과 계없이 조

직의 이익을 한 종업원의 자발 인 행동인 역할외 성

과 한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밝 졌다[24-27].  

3. 역할내 성과와 역할외 성과
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성과를 Katz[28]의 연구를 인용하여 분류해 보면, 공식

인 직무수행 련 행동인 역할내 성과(in-role 

performance)와 공식 인 직무기술서 상에 요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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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행동인 역할외 성과(extra-role performance)로 

구분할 수가 있다. 

역할내 성과란 ‘종업원들이 공식 으로 부여된 직무

를 수행함으로써 보여지는 공식 인 행동’을 말한다.  

즉, 종업원이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매

하는 공식 인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역할행동을 의미

한다. 반면 역할외 성과란 ‘공식 으로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지는 않지만, 종업원 자신이 자발

으로 행하되 직무수행과는 직 인 련이 없는 행동’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직장 동료 사

이의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기 해 자신의 시간과 같

은 자원을 투입하는 행동, 혹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상

사  동료들을 도와주는 력 인 행동과 같은 것을 

로 들 수 있다[29].    

역할내 성과는 조직의 공식 인 보상을 획득하거나 

고용조건을 유지하기 해서 필요한 행동을 강조한다

[30]. 반면에 역할외 성과는 공식 인 고용 계에서 종

업원이 해야 하는 것 이외의 헌신 인 행동을 의미하

며, 이러한 행동이 조직에 정 인 결과를 가져다 다

는 믿음 하에 종업원들이 조직에 몰입하게 됨을 강조한

다[31].

Lynch 등[30]의 연구에 의하면 종업원들의 헌신을 가

치 있게 여기는 조직에 속해 있는 종업원들은 역할내 

성과  역할외 성과와 련된 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종업원들의 

헌신을 가치있게 여기지 않고 성과 증 에 따른 보상에 

인색한 조직에 속한 종업원들의 경우 그들이 해야 할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Ⅲ. 가설설정 

상사가 부하들을 지원하면 부하들의 역할내 성과와 

역할외 성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연구결

과를 볼 수 있다[3][4][14][15][32-34]. 한 조직지원이

론에서는 종업원이 조직의 우호 인 보상에 해 그들

의 직무와 련해서 다른 종업원을 돕는 력  행동으

로 조직에 보답한다고 주장한다[30]. 조직지원인식은 

개인의 표  직무활동과 역할외 직무활동을 증진시킨

다. George와 Brief[29]는 역할외 성과는 동료들을 돕

고, 조직을 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설 인 제안을 하

고, 조직에 이익이 되는 지식과 기술에 습득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한, 상사지원인식은 구성원들

의 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성과를 높여 다[8][20].

따라서, 상사지원인식과 조직유효성과 련한 기존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할 수 있다.

가설1. 상사지원인식은 종업원의 역할내 성과에 정  

(+)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상사지원인식은 종업원의 역할외 성과에 정  

(+)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과 종업원간의 거래  교환 계는 조직이 종업

원의 요구를 만족시켜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책임

의식과 함께 주인의식도 발생시킨다고 본다[31]. 즉, 종

업원의 조직지원인식이 종업원의 주인의식을 강화시켜

다고 볼 수 있다.  

한 종업원들은 조직을 표할 수 있는 상사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자신이 맡은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해 책임감

을 갖고 심리 으로 주인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3. 상사지원인식은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Pierce 등[25]은 심리  주인의식이 역할내 성과  

역할외 성과와 의미있는 계가 있음을 밝 냈다. 한 

Van Dyne과 Pierce[24]는 심리  주인의식과 조직시민

행동 사이에 정 인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

서,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과 조직유효성과 련한 

기존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4.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은 종업원의 역할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2402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은 종업원의 역할외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에서 심리  주인의식에 해 연구된 논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김 진[35]은 정서  성향  조직 

내 과정특성이 조직 유효성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심

리  주인의식이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입증하

다. 한 오수연[36]의 경우 일가치감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데 있어서 심리  주인의식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에 해 고찰하 으며 특히 최주 [37]의 경우 심

리  주인의식을 조직에 한 심리  주인의식과 직무

에 한 심리  주인의식으로 나 어 매개효과를 입증

한 바 있다. 이 밖에 심리  주인의식의 선행변수로서 

조직공정성[38], 직무특성[39], 조직구조  조직문화

[40]와 같은 변수들이 국내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상기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 인 

상사지원인식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에 기반을 둔 주

인의식을 높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성과를 높여

 것으로 상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가설6. 상사지원인식은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을  

        통해서 역할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상사지원인식은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을  

        통해서 역할외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연구표본
본 연구는 일반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을 상으

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설들

을 검증하 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융, 서비스, 유

통, 건설, 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들을 포함한 기업들

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2011년 9월19일부터 10월12일까

지 설문조사를 하 다. 설문에 한 충실한 응답을 기

하기 해서, 사 에 해당 기업의 계자에게 연락하여 

조를 요청하 고, 설문 상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성실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설문지는 350부를 배포하여 312부를 회수(회수율 

89%)하 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거한 269

부를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응답자의 성

별은 남성이 123명(46%), 여성이 146명(54%)이며, 평균

연령은 32세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62명(23%), 융/

보험: 35명(13%), 유통: 31명(11%), 교육: 29명(10%), 

정보/통신: 25명(9%), 제조: 23명(8%), 건설: 17명(6%), 

기타: 47명(20%) 등이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4.8%, 문 졸이 14.1%, 졸이 63.2%, 학원졸 이상

이 17.8%로 나타났다. 직무별로는 생산이 0.4%, 업 

 마 이 16.7%, 기획이 15.2%, 경 지원 부문이 

29.4%, 연구개발 부문이 12.3%, 기타가 26%로 경 지

원, 업  마  직무가 비교  높은 비 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유형별로는 국내사가 

74.7%, 외국계 기업이 12.3%, 공기업이 1.5%, 공공기

이 11.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업원의 규모를 보

면 100명 이하 기업이 26.0%, 100-300명 규모는 23.4%, 

300-1000명 규모는 23.0%, 그리고 1000명 이상의 규모

는 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수측정
본 연구에서 상사지원인식,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

식, 역할내 성과, 역할외 성과에 한 실증 인 정보를 

얻기 해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 다. 각각의 

변수들의 개념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원문

의 설문 문항을 연구자가 번역하여 측정하 다. 각각의 

설문문항은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  그 지 

않다’ = 1에서 ‘매우 그 다’ = 5까지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설문응답자들이 각각의 문항에 해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도록 하 다.

2.1 상사지원인식
상사지원인식은 Rhoades 등[41]이 사용한 4개 문항

을 활용하 다. 상사지원인식을 측정하는 표 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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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항은 ‘나의 상사는 나의 복지에 해 심을 갖는

다’, ‘나의 상사는 내가 일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다’

이다.

2.2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은 종업원이 특정 상에 

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

인 상을 의미한다[24].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을 

측정하기 해서 Van Dyne과 Pierce[24]가 개발한 심

리  주인의식 문항을 바탕으로, Mayhew, Ashkansay, 

Bramble과 Gardner[23]의 5개 문항을 사용하 다. 직

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을 측정하는 표 인 설문문

항은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일처럼 느껴진다.’이다.

2.3 역할내 성과
역할내 성과는 Williams와 Anderson[42]이 구체 인 

직무수행과 련하여 활용한 7개 문항을 사용하 다. 

역할내 성과를 측정하는 표 인 설문문항은 ‘나는 내

게 주어진 의무를 다한다.’, ‘나는 회사에서 공식 으로 

명시된 책임을 다한다.’이다.

2.4 역할외 성과
역할외 성과는 Eisenberger 등[43]의 연구에서 활용

한 8개 문항을 측정문항으로 활용하 다. 역할외 성과

를 측정하는 표 인 설문문항은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한다.’, ‘조직을 좀 더 성공 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이다.

Ⅴ. 실증분석 결과 

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각각의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 다. 우선, 타당성 분

석을 해서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 (varimax)방식을 

사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각각의 요인

에 한 요인분석은 요인 재량이 0.5이상이고 요인의 

고유치가 1.0이상일 때 바람직하다[44]. 따라서 이러한 

기 에 의한 정화과정을 통해서 기 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들을 제거하 다. 본 연구의 최종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표

항목
요인 재량

공통성
ERP IRP PSS JBPO

ERP6 .808 .697
ERP5 .808 .699
ERP3 .769 .653
ERP4 .763 .642
ERP2 .679 .628
ERP1 .654 .583
ERP8 .612 .588
IRP3 .812 .783
IRP2 .788 .750
IRP4 .769 .695
IRP1 .754 .696
IRP5 .677 .474
PSS1 .881 .817
PSS2 .860 .794
PSS3 .843 .728
PSS4 .740 .648
JBPO3 .824 .818
JBPO2 .758 .789
JBPO1 .693 .667
고유치 4.2 3.5 3.1 2.3

%설명분산 22.3 18.3 16.4 12.3
누적분산 22.3 40.5 56.9 69.2

그리고 신뢰성 분석과 련하여, Hair 등[35]은 크론

바하 α(Cronbach's alpha)가 0.7이상이면 상당히 바람

직하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결과, 상사지원인식(α=.88), 직

무기반 심리  주인의식(α=.85), 역할내 성과(α=.86), 역

할외 성과(α=.90) 등으로 모든 요인들의 신뢰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들의 신뢰성이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있다.

2. 상관관계 분석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각의 변수들의 평균

과 표 편차  상 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사지원인식은 직무기반 심

리  주인의식, 역할내 성과  역할외 성과와 정(+)

인 상 계가 있다. 한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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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 SD 1 2 3 4 5 6 7
1. 성별 .46 .49
2. 연령 32 5.10 .49**
3. 년수 5.03 3.38 .21** .66**
4. PSS 3.33 .80 .21** .06 .05 (.88)
5. JBPO 3.90 .69 .08 .13* .15* .35** (.85)
6. IRP 3.33 .43 .09 .15* .11 .24** .59** (.86)
7. ERP 3.49 .63 .32** .33** .24** .40** .56** .45** (.90)
주: 성별: 남자=1; 여자=0, 년수: 근무년수, PSS: 상사지원인식, JBPO: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 IRP: 역할내성과, ERP:역할외 성과, 대각선의 괄호 

안은 크론바하 α값.
   *p<.05, **p<0.01

표 2.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역할내 성과와 역할외 성과와 정(+) 인 상 계가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설검증 결과
각각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45].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가설을 검증할 때 성별, 

연령  근무년수 등을 통제함으로써 혼입변수로 인해

서 발생할 수 있는 향을 최소화시켰다. 한 Baron과 

Kenny[46]가 제시하는 3단계를 수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의 검정 

차는 아래의 단계를 따른다. 

1단계: 상사지원인식은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단계: 상사지원인식은 역할내 성과( 는 역할외 성  

      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단계: 상사지원인식과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은  

        역할내 성과( 는 역할외 성과)에 유의한 향  

        을 미칠 것이다.

Baron과 Kenny[46]가 제시하는 3단계의 차를 따라

서, 2단계에서 도출된 표 회된 β값이 3단계에서 도출

된 표 화된 β값보다 커야 매개효과가 있다고 단한

다. [표 3]은 본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본 연구의 가설1

인 ‘상사지원인식은 종업원의 역할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통계 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모든 가설검증

을 한 분석은 성별, 연령  근속년수를 통제한 상태

에서 분석하 으며, 가설1과 련된 통제변수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성별: β=-.029, t=-.413, p=n.s.; 연령; β

=.135, t=1.507, p=n.s.; 근속년수: β=.018, t=.223, p=n.s.). 

한 본 연구의 가설2, 가설3, 가설4, 가설5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표 3. 매개효과 분석 결과

구분 검정단계 β값 t값 adj.R
2

1단계 PSS→JBPO .354** 6.081 .146
2단계 PSS→IRP .232** 3.829 .074

3단계
PSS→IRP .030 .551

.353
JBPO→IRP .571** 10.640

1단계 PSS→JBPO .354** 6.081 .146
2단계 PSS→ERP .356** 6.596 .253

3단계
PSS→ERP .196** 3.879

.440
JBPO→ERP .454** 9.105

PSS: 상사지원인식, JBPO: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 IRP: 역할내 성과, 
ERP:역할외 성과
**P<.01

[표 3]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역할내 성

과와 련하여 2단계(PSS→IRP)에서 도출된 표 화된 

β=.232가 3단계에서 도출된 β=.030보다 크기 때문에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6은 채택되었다. 

[표 3]에서 제시된 것처럼, 매개변수인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이 회귀식에 포함될 때 독립변수인 상사지원

인식과 종속변수인 역할내 성과 간의 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완 매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설6의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확인하기 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 다[47]. Sobel test 결과, So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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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통계값은 5.235(S.E.=.021, p<.01)로 나와서 가설6

의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가설7과 련하여, 상사지원인식이 역할외 성과에 

향을 미칠 때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이 매개역할(2

단계의 β=.356이 3단계의 β=.196보다 큼)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7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매개

변수인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이 회귀식에 포함되

더라도 상사지원인식과 역할외 성과 간의 계가 유의

하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설7의 Sobel test 결과, Sobel test 통계값은 5.048 

(S.E.=.025, p<.01)로 나왔기 때문에 가설7의 매개효과

도 통계 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SPSS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을 AMOS로 추가 으로 분석하 다[48]. 먼 , 각각

의 잠재변수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고[35], 

이를 바탕으로 Anderson과 Gerbing[49]이 권장하는 2

단계 근법에 의해서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의 합도

를 분석하 다. 합도의 기 은 Hu와 Bentler[50]가 

권장하는 기 을 사용하 다. 측정모델의 합도는 χ2 

=140.177, df=71, GFI=.933, CFI=.969, NNFI=.960, 

RMR=.033으로 합도가 바람직함을 확인하 다. 한 

본 연구의 제안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최종 으

로 경쟁모형을 선택하게 되었다. 최종 으로 채택된 모

형은 아래 그림에 제시하 고, 최종모형의 합도는 χ2 

=143.744, df=73, GFI=.931, CFI=.968, NNFI=.960, 

RMR=.034이다.

Ⅵ. 결론 

1. 연구결과 및 논의
이번 연구에서는 상사지원인식이 역할내 성과  역

할외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특히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이 매개변수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

는지에 해 분석하 다. 이를 해 기존 선행연구들을 

고찰하 으며 이를 토 로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그

리고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하 다. 이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지원인식은 역할내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이 상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조직 내에서 

공식 으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몰입하고 무엇인가 기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큰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6].

둘째, 상사지원인식은 역할외 성과에도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가 자신을 믿고 지원

해주고 있다는 믿음은 종업원들로 하여  자신이 부여

받은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

른 동료들을 돕는 등 조직에 이로운 시민행동을 하게 

된다.

셋째, 상사지원인식은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사로부터 

지원받는 정도에 해서 종업원들이 느끼는 믿음이 크

면 클수록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 자부심과 책임

감을 가지고 심리 인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넷째,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은 역할내 성과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종업원들

로 하여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공식 으로 부여받은 

직무와 련된 임무와 역할을 마땅히 수행해야하는 것

을 의미한다.

다섯째,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은 역할외 성과에

도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일

에 해 주인의식이 높은 종업원들은 자신의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 혹은 조직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이타 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

으로 기 된다. 

여섯째, 상사지원인식과 역할내 성과 간의 계에 있

어서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이 완 매개 효과를 보

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무기반 심리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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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높은 종업원들은 상사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업

무를 수행한다기보다 자신의 일이라는 소유욕과 책임

감 때문에 공식 으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더 잘 

수행한다.

일곱째, 상사지원인식과 역할외 성과 간의 계에 있

어서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이 부분매개 효과를 보

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무기반 심리  주인

의식이 높은 종업원들은 이타 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사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인식

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받은 만큼 다른 동료들을 더 많

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6][8][51]. 

표 4. 가설검증표

구분 내용 채택여부

가설1 상사지원인식은 종업원의 역할내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상사지원인식은 종업원의 역할외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상사지원인식은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은 종업원의 역할내 성과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5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은 종업원의 역할외 성과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6 상사지원인식은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을 통해
서 역할내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7 상사지원인식은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을 통해
서 역할외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가 자신들을 믿고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은 

종업원들의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종업원들의 역할내 성과와 역

할외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종업원들이 역할내 성과와 역할외 성과를 

잘 수행하기 해서는 상사의 지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에 한 자신감과 심리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 주

는 것이 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이 

종업원들의 공식 ·비공식  역할수행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직무기반 심

리  주인의식과 바람직한 직무 련 태도, 행동 사이의 

긴 한 계를 이해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상사지원인식이 종업원들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종업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 

내에서 상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들은 종업원들에

게 끼치는 향력에 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학문 간의 융복합화가 인류의 진화에 기

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어떻게 차별화 

시킬 것인가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제

로 된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해서는 무엇보다 고객과 

조직 내 구성원들의 심리와 행동을 잘 이해해야만 성과

와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인 요소들을 발견해 낼 수 있

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업 내 많은 구성원들이 

성과와 직결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한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선행 으로 기업에서 리해야 할 부

분이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는 실증 인 시사 을 제시하지만 다음과 같

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일정 시 에서의 횡단 인 연구를 

수행하 기 때문에 인과 계를 규명하는 것이 다소 미

흡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장기 인 종단 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둘째, 이번 실증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확보된 만큼 동일방법

편의(CMV)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rman's 

single-factor test[52]로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해 본 결

과, 단일요인에 의한 설명분산이 37%이므로 체의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 은 아

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향후 연구에는 직무기반 심리  주인의식의 선

행요인으로 상사지원인식 외에 변  리더십과 같은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의 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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