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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IMF금융위기 이후 다수의 국내 또는 국외 기업들은 급변

하고 있는 경영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

력감축(downsizing)및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단행하고 있

다. 이러한 기업들의 시대적 요인으로부터 야기된 변화는 비

용절감을 통한 조직효율성 제고를 초래할 수 있지만, 종업

원들에게는 심각한 심리적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17].

철도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2005년, 더 나은 경

영효율과 성과창출을 위해 갑작스런 공사화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모든 철도관련기관들의 공기업 전환도 야기 시켰다[9].

기존 국가소속 정부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

업원들은 계약직, 능력위주 서열제, 연봉제 등의 신 경영방

식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는 이전보다 더 큰 고용불안 요

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현실은 연구자들에게 고용불안과 관련변수들

을 연구하기 위한 흥미로운 대상이 되어 왔다[7]. 이로 말

미암아 본 저자들 역시 가까운 미래에 민영화된 철도운영 공

기업 종업원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이

상의 엄청난 고용불안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필수적인 대처

방안 및 해결책 제시를 위해 이를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도운영 공기업 종업원들의 고용불안 정

도와 업무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고용불안

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가 기업 또는 조직의 업무성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관심을 두었다.

2. 문헌연구 및 가설개발

2.1. 고용불안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

고용불안은 종업원이 위협적인 고용상황에서 현 직무를 유

지할 수 없다고 인지하여 발생하는 무력감으로 정의될 수 있

다[14]. 또한 이는 최근 들어 종업원들의 조직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14,23].

이러한 현실 속에서 Roskies와Louis-Guerin(1990)[22]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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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있어

서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 여부를 수도권 4개 철도운영기업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메트로, 메트로9)

의 종업원 207명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관련 가설

을 설정하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SPSS 18.0을 사용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불안은 매개변수인 조직시민행동과 종속변수인 업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

용불안과 업무성과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고용불안 상황 하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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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종업원들은 조직에 대한

무력감과 실망감으로 인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행동

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고용불

안이 종업원들의 본 업무(job)와 관련된 역할내 행동(in-role

behaviors) 뿐만 아니라 조직시민행동(OCB)과 같은 역할외 행

동(extra-role behaviors)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한

국 사회가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시행된 대규

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은 종업원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스

트레스로 지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4]. 또한 고용불안에 과

다 노출된 개인들은 소진(burnout) 상태에까지 빠질 수도 있

다[13]. 이와 더불어 고용불안을 지각한 종업원들은 조직에

대한 직무만족이 감소하고 이로 말미암아 조직 내 일탈행동

(deviant behaviors)도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21].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불안과

조직시민행동 간에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고용불안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고용불안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

고용불안은 그와 관련된 결과변수들과 대부분 부(-)의 관

계를 보여주고 있다[10]. 이러한 주장의 한 예로 Morrison과

Robinson(1997)[16]은 고용불안에 의해 종업원들의 조직몰

입도가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고용불안이 그들의 조

직에 대한 애착심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종업원들과 조직

간의 심리적 계약파기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Hellgren, Sverke와 Isaksson(1999)[15]의 주장처럼 고용불안

은 종업원들의 이직의도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고용불안 자체가 종업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위협

요소로서 현 조직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 이를 걱정하는 사람은 보다 안전

한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내포한다[14]. 더욱이

합리적 사고가 강한 종업원일수록 고용불안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직을 통해 안정적인 직무로 이동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직은 성과가 높은, 즉 고용가능성(perceived employability)이

높은 종업원들 사이에서는 이성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

다[3]. 이러한 직무불안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와의 관련성

을 통해 직무불안은 조직몰입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이직의

도를 증가시키며 이는 업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해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2. 고용불안이 업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조직시민행동의 매개역할

조직시민행동은 구성원의 자유재량적 행위로서 공식적인

보상을 받는 행위는 아니지만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

행하는 데 기여하는 개인의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20].

즉 조직구성원을 돕는 행위가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재

량권에 의한 것이며, 공식적인 보상시스템에 의한 보상을 받

지는 않지만 조직의 유효성 증진에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이

다[2]. 특히 Organ과 Konvosky(1989)[19]의 연구에서 조직

시민행동은 이타적인 행동과 일반적인 순응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는 조직시민행동의 의미와 특성의 관점으로서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불안은 종업원들과 조직간의 심리

적 계약의 파기를 야기하며 이는 조직시민행동의 감소를 초

래할 수 있다[2]. 이와 같이 조직시민행동은 부정적 선행변

수에 의해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

기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변수이기에 주로 다른 결과변수

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5] 또는 종속변수[6]로 연

구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불안은 조직시민행동

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시민행동은 업무성과와 같은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3. 조직시민행동은 고용불안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Fig 1. 참조)은 철도운영기업 종업원들이 지

각하는 고용불안과 그 상황에 직면해있는 종업원들의 업무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조

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

다. 즉 고용불안을 지각하는 종업원들은 조직시민행동을 감

소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업무성과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

라는 전제이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표본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4개

철도운영기업에서 획득되었다.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3일

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으

며,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23부의 설문지를 회수

하여 89.2%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불성실 또는 무

응답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총 207부가 유효 표본으로 실

증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Table 1 참조) 남성 84.1%,

여성 15.9%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1.1%, 30대가 37.2%,

40대가 33.8%, 50대가 17.9%였다. 근속년수에서는 11~15년

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하는 6.8%, 2~5년은

26.1%, 6~10년은 3.4%, 16년 이상은 30.4%를 차지하였다.

직군별로는 사무영업이 49.8%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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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직급별로는 사원급이 49.8%로 가장

많았으며 부장급이 2.4%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연구에 사용된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해 다문항 리커트 척

도(Multiple-item Likert type)가 사용 되었다. 설문지는 1개

섹션,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고용불안. 이 변수는 종업원들이 현 조직과 개인의 특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주관적 고용안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Brockner, Grover, Reed와 Dewitt(1992)[12]가 개발한 5문항

을 한글로 번역 후, 한국 정서에 맞게 몇몇 단어(특히 부사)

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의 예로는 ‘나는 내 뜻과 무

관하게 회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조만간 우리

회사의 감원조치가 있을지 불안하다.’, ‘나는 우리회사의 고

용안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등이 있다. 이 변수의 신뢰

도는 0.899이다.

조직시민행동. 이 변수는 종업원들의 개인차원에서의 시

민행동과 조직차원에서의 시민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Williams

와 Anderson(1991)[24]이 개발한 12문항 중 한국정서에 맞

지 않는 조직차원의 조직시민행동 설문문항 2문항을 제거한

총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중 1번부터 6번까지는 개인

차원의 조직시민행동 측정문항으로, 7번부터 10번까지는 조

직차원의 조직시민행동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설문의

예로는 ‘나는 일이 많은 동료를 선뜻 도와준다.’, ‘나는 동

료들에게 업무 정보를 잘 제공하는 편이다.’, ‘나는 회사의

자산을 소중히 다루고 아끼는 편이다.’ 등이 있다. 이 변수

의 신뢰도는 0.842이다.

업무성과. 이 변수는 조직 내 개인의 업무성과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해 Kim(2001)[1]가 개발한 4문항 중 같은 내용의

1문항을 제거한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설문문항은 객관

적 수치상의 업무성과 측정문항이 아니라 설문자가 본인 스

스로 자가 측정한 업무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설문의 예로

는 ‘나는 나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나의 성

과는 조직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상

사의 감독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업무를 수행한다.’ 등이 있

다. 이 변수의 신뢰도는 0.876이다.

3.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설

문지를 바탕으로 각 문항의 척도를 평균합산법을 사용하여

계량 후 통계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 SPSS 18.0을 도구(tool)로 사용하였으며, 먼저 본 연구에

선행하여서는 고용불안, 조직시민행동, 업무성과 변수의 신

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Cronbach's Alpha계수를 계

산하였고 투입된 변수들의 신뢰계수가 Nunnally(1978)[18]

의 기준인 0.7이상을 모두 상회하여 변수들의 신뢰도는 모

두 충족하는 걸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연구가설을 검증하

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통해 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가

설 채택가능성과 변수들의 상관방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더

욱 명확한 가설 검증을 위해서 직무불안과 조직시민행동, 직

무불안과 업무성과간에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3단계 매

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상관분석

다음의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

준편차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관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설

정된 가설 관계의 모든 변수들(고용불안, 조직시민행동, 업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74 84.1

여 33 15.9

연령

20대 23 11.1

30대 77 37.2

40대 70 33.8

50대 37 17.9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32 15.5

전문대 졸업 45 21.7

대학교 졸업 123 59.4

대학원 졸업이상 7 3.4

근무기업

한국철도공사 38 18.4

서울메트로 82 39.6

인천메트로 62 30.0

메트로9 25 12.1

근무년수

1년이하 14 6.8

2~5년 54 26.1

6~10년 7 3.4

11~15년 69 33.3

16년이상 63 30.4

직군

사무영업 103 49.8

운전 22 10.6

차량 8 3.9

토목 18 8.7

전기통신 40 19.3

기타 16 7.7

직급

사원(주임)급 103 49.8

대리급 41 19.8

과장급 40 19.3

차장급 이상 2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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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과)은 가설의 방향 과 동일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

으며 상관관계 역시 유의한 결과로 제시되었다.

4.2 가설검증

4.2.1 고용불안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

Table 3은 매개변수인 조직시민행동을 종속변수로 두고 통

제변수와 고용불안을 독립변수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성별, 학력, 연령, 근속년수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

수는 기존연구에서도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

구되어왔다[8].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

은 상태에서 고용불안만을 연구모형에 투입하면 인구통계학

적 변수들이 미치는 혼돈효과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몇몇 인구통계학적 변

수들을 회귀식에 포함시켜 고용불안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순

수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일부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일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그 어떠한 인

구통계학적 요인도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용불안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이를 통해 종업원들이 고용불안을 지각할수록 그들의 조

직시민행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

불안과 조직시민행동과의 부(-)적 관계를 가설화한 가설1은

채택되었다.

4.2.2 고용불안과 업무성과와의 관계

Table 4는 업무성과를 종속변수로 두고 통제변수와 고용

불안을 독립변수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일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과 연령은 조직

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p값이 0.1 수준에서 성별과 연령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은 높으면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용불안은 업무성과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종업원들이 고용불안을 지

각할수록 그들의 업무성과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불안과 업무성과와의 부(-)적 관계를 가설화한 가설2도

채택되었다.

4.2.3 조직시민행동의 매개역할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1]. 3단계 매개회귀분

석의 절차는 첫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회귀분석,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회귀분석,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를 동시 투입하는 회귀분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리고 매개변수의 매개역할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

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

리고 3단계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독립변수의 효과가 2단계 회귀분석에서 보다 3단계 회

귀분석에서 더 작아야만 매개변수의 역할이 검증된다(2단계

>3단계)[11]. 

Table 5는 독립변수인 고용불안과 종속변수인 업무성과와

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회귀분석결과를 요약

해 놓은 것이다.

먼저 1단계는 독립변수에 대해 매개변수를 회귀시킨 결과

에서 얻은 회귀계수이며 그 결과 독립변수인 고용불안이 매

개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5). 그리고 2단계는 독립변수에 대해 종속변수

를 회귀시킨 결과에서 얻은 회귀계수이며 이 또한 독립변수

인 고용불안이 종속변수인 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마지막으로 3단계는 독립변수

인 고용불안과 매개변수인 조직시민행동 양자에 대해 종속

변수인 업무성과를 회귀시킨 결과이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

Table 3 고용불안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B
B의 

표준오차
β t값 P값

(상수) 4.115 0.213 19.344 0.000

성별 -0.050 0.093 -0.040 -0.533 0.595

연령 0.070 0.060 0.140 1.153 0.250

근속

년수
-0.050 0.039 -0.148 -1.282 0.201

학력 -0.037 0.040 -0.065 -0.903 0.367

고용

불안
-0.108 0.040 -0.191 -2.711 0.007**

*p<0.1, **p<0.05, ***p<0.01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직무

불안

조직

시민행동

업무

성과

직무

불안
2.87 0.81

조직

시민행동
3.67 0.45 -0.199*

업무

성과
3.72 0.54 -0.140** 0.613**

*p<0.1 **p<0.05, ***p<0.01

Table 4 고용불안과 업무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B
B의 

표준오차
β t값 P값

(상수) 4.042 0.253 15.959 0.000

성별 0.185 0.111 0.126 1.669 0.097*

연령 0.133 0.072 0.223 1.847 0.066*

근속

년수
-0.050 0.047 -0.124 -1.080 0.281

학력 -0.068 0.048 -0.102 -1.416 0.158

고용

불안
-0.095 0.047 -0.142 -2.018 0.045**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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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직시민행동은 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p<0.01), 고용불안과 조직시민행동을 동시에

회귀식에 투입되었을 때 고용불안의 효과가 고용불안만을 회

귀식에 투입했을 때보다 작게 나왔다(2단계>3단계). 이로 인

해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는 검증 되었다. 그러나 3단계

에서 고용불안이 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

과가 나옴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은 고용불안과 업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용불안과 업무성과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의 매개역할

을 가설화한 가설3 역시 채택되었다.

5. 결 론

5.1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출발점은 철도운영기업 종업원들의 고용불안과

조직시민행동 수준의 측정을 통해 이들이 업무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업무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

떠한 방안들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

의 목적은 향후 철도조직이 민영화될 경우, 종업원들에게 과

거와 같은 공기업 수준의 고용안정 보장과 민간기업의 최고

추구가치인 업무성과를 통한 이윤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불안(독립변수)이 업무성과(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의 매개역할을 이론 및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1]에서 고용불안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2]의 경우, 고용불

안은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3]의 검증 결과로부터 조직시민행동은 고용불안

과 업무성과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직시민행동이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고용불안 상황 하에서 조직적 및 개인적 차원의

조직시민행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철도운영기업 경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

용불안에 따른 잠재비용(hidden cost)의 발생을 중시하고, 이

를 감소시키기 위한 경영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즉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로 인한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은 기

업의 장기적 이윤을 감소시키며, 또한 업무효율의 하락은 기

업의 잠재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2]. 그러므로 종업원

들이 지각하는 고용불안을 조직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효율

적으로 관리하며 이와 더불어 종업원 스스로가 인정받고 있

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부정적인 행동보다는 긍정적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상되는 민영화 정

책에 부응하는 수익관리시스템(YMS: yield management

system)의 구축과 함께 종업원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확충을 통해 종업원 개인의

업무효율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직시민행동

의 제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국가기관으로 출범

한 철도운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아직도 철도청시대의 고용안

정과 다양한 복리후생과 같은 비현실적인 혜택(Benefits)만

을 고려하고 추구하고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 하에서 누적된 적자해소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

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철도운영기업들의 민영화도 언젠

가는 다가올 개혁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급격한 구조조정이

나 민영화 정책에 따른 고용불안의 증대와 이에 따른 자발

적 조직시민행동의 저하로 인한 성과감소를 사전에 방지하

기 위한 기업 또는 조직차원의 종업원 개개인에 적합한 상

담과 교육 등 종업원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5.2 한계점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불안 상황 하에서 조직시민행동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그러나 한

정된 변수만을 고려함에 따라 연구의 범위와 결과가 그만큼

제한되기 때문에 몇몇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고용불안과 관련된 주요 사회적 교환변

수인 조직시민행동만을 살펴보았으나, 이직의도,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같은 이미 검증된 조직 유효성 변수들에 대한 연

구도 추후에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려된다. 

둘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업무성과는 종업원 자가평가

를 통해 측정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업무

성과가 아닌 종업원의 심리적 성과만족수준 측정에 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는

종업원 자가평가보다는 객관적 수치자료를 통한 분석이 필

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고용불안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효

과를 살펴보고자 성별, 연령, 근속년수, 학력과 같은 인구통

계학적 변수는 통제하였으나, 구성원의 직군, 직급 및 근무

기업의 특성 등은 통제변수로 고려되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

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에 의

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유추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구조조정 및 조직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종업원들의 고

용불안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이로 인한 조직과

종업원들의 심리적 계약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

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표본과 관련된 연구결과의 일반화 문제이다. 본

Table 5 고용불안과 업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시민행동의

매개역할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단계 β

고용

불안

조직

시민행동

업무

성과

1단계 -0.199**

2단계 -0.140**

3단계(독립) -0.019

3단계(매개) 0.609***

F 61.443**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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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수도권 철도운영기업이라는 특수조직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따

를 수밖에 없으며, 본 저자에게는 최초로 시행된 직무불안

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과의 비교도 추

후에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일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핵심인 조

직시민행동이 고용불안과 업무성과 간에 완전매개효과를 보

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매우 중

요한 본 연구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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