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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시민행동과 어떤 작용을 하며, 직

무소진 간 블랙박스(Black box), 즉 매개변수로서 조직시민행동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에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요소를 개인

지향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의 둘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변수간의 관계를 비교분석 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강점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에 구성원

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고, 밀레니얼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들의 성향을 포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관심이 높아지는 키워드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중소기업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행동이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증이었다.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의 영향 관계에서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직시민행동 중 개인지향의 

조직시민행동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서비스 접점 분야의 감정노동자(승무원, 간호사, 상담원 등)나 보육교

사, 사회복지사 등에 주로 연구되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을 조직시민행동의 매개변수를 활용해 중소기업 구성원들에게 적용한 것에 

그 시사점을 둘 수 있다. 중소기업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임직원간의 배려심 향상, 그로 인한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업무

성과 등은 이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행동을 통해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본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지

속가능경영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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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7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

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를 실시

한 결과,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67.3%)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 내수경기 침체 지속 우려’(63.0%)에 대해 

많이 응답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

진해야 할 경제정책은 과반수이상(56.3%)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등 가파른 노동정책 변화 부담 완화’라고 대

답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 조사 결과처럼, 현재도 우리 중소기업은 일과 삶의 균형

(약칭 워라밸, Work & Life Balance)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근로시간 감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내외적 압박

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초부터 재해 수준이라고 하

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급속한 경기침체와 불황에도 직

면해 있다. 이처럼 대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통제가 불가능한 

대외 변수까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

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토

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상한기준을 두고 있다. 그런 맥락으

로 시행령에서는 세부 업종에 따라 인원규모와 매출액의 기

준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양적인 규모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재무구조, 
기술 또는 인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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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저하, 비효율적 업무처리 방식에 기인한 고비용, 저효율

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런 구조적 

문제들 외에 창업주나 CEO와 관련된 인적 리스크에도 미래

를 담보할 수 없으며, 지속경영을 할 수도 없다. 특히 4차 산

업 혁명시대에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시장변화로 인해 중

소기업이 지속적 성과향상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관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시대환경에 맞는 

새로운 조직자원을 발굴, 확보, 구축함과 동시에 기존에 보유

하고 있는 자원을 변화시키고 융합하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

어야 할 것이다. 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의 토지, 자

본, 공장 등으로 대표되는 고정형 조직자원에서 외부 환경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화와 확장이 가

능한 문화, 긍정심리자본, 동적 역량 등과 같은 성장형 조직

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이다. 시설, 자본이 부족한 중

소기업이 충분히 고심해볼 과제로 보이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내외

적 변수로 인해 회사의 극한 어려움과 존망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구성원들 또한 번아웃(Burnout)을 느끼게 된다. 실로 

번아웃이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초래되는 정서적, 신체적 

소진 상태 즉 극단적 스트레스 상태를 지칭한다. 본래 스트

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

체적 긴장 상태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기

억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반면 심한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의 원인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이 번아웃이다. 이를 직무와 

관련해서는 직무소진이라 말한다. 시설적인 인프라를 비롯해 

자금과 인원마저 부족한 중소기업 구성원들에게 직무소진은 

조직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업무 이탈과 개인 건강에까지 

커다란 위해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심리상담 전문가들

의 의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번아웃 되는 사람의 숫자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시점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강점을 개발하

여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에 구성원의 직무소진을 감소

시키고, 밀레니얼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들의 성향을 포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밀레니얼 

세대는 1982~2000년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전 세대에 비해 다분히 개인적이며 소셜네트워킹서비

스(약칭 SNS)에 익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중소기

업도 이 젊은 세대들의 개성과 성향을 반영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래를 모색하기가 힘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창의적이고 능

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

어야 할 것이다. 반면 조직은 개개인들이 모인 집단이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조직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

과 동료애로 대변될 수 있는 조직시민행동이 중소기업의 성

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행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하여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긍정심리자본은 개개인

을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며 개인의 성과향상에도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된다(Luthans et al, 2007). 바로 이 긍정심리자본

은 성공과 성취를 향한 개개인의 긍정적 의지와 동기부여 상

태를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조직 내에서 창업주나 CEO 외

에도 재능을 지닌 인재들의 창조성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지

속적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적 자원의 내적 수용력을 

높이고 인간 및 사회를 발전시키며, 자본화를 할 수 있는 혁

신적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즉 긍정심리자본은 개별 역할

과 상호 관계적 역할을 통해서 긍정적인 조직 구성원의 강점

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 그러므로 

긍정심리자본이 중소기업 구성원의 직무소진에도 긍정적 영

향을 끼쳐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번영을 위한 조직유효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조직유효성이란 조직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직

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을 때 더더욱 효과적으로 목표를 이

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

과 임직원간의 배려심 향상, 그로 인한 조직구성원들의 조직

몰입과 업무성과 등 긍정적인 조직행동과 정서를 함께 개발

하는 것이 현재의 불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길

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직

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며, 조직시민행

동이 이들 사이의 블랙박스가 되는 매개변수로 그 역할을 하

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시

민행동과 함께 중소기업 구성원의 직무소진을 줄어들게 함으

로써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해 향후에도 지속경영을 달성

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및 구성요소

2.1.1.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전적으로

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긍정적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마음속

의 자본 또는 수단으로 풀이된다. 1990년대 후반에 창시된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조직행동 분야에서도 긍정 조직

행동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지닌 긍정

적 심리상태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

과 집단의 성과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개인

의 긍정적 심리상태가 조직의 자본으로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Seligman, 2002). Luthans(2002)는 긍정 지

향 인적자원의 강점과 심리적 능력은 측정하고 개발할 수 있

으며, 나아가 이러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연구 및 

적용함으로써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긍정 조

직행동은 긍정적 성향을 지닌 인적자원들의 강점과 심리적 

능력이 회사 현장에서 성과의 개선을 위해 측정, 개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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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것으로 평범한 수준인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적 

심리상태와 강점을 개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과정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정숙

희(2020)는 보육교사들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이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교사들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에 주목했다. 김성호

(2018)는 R&D 연구원의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민첩성이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혁신행동을 높이는

데 있어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정민철(2011)
은 긍정의 심리적 태도를 강조하여 개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대해 긍정의 심리적 강점을 활용해 진취적 사고와 행동을 유

도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그 정의를 제시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들

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자본’개념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손
은일 외, 2010). 즉 개개인의 심리적 성향 중 긍정적 특성인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복원력 등을 자본의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최용득(2009)은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탄력성을 긍정적인 심리상태 자원으로써 한 개인의 강점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고, 유현숙(2004)은 개인의 

성향들 가운데 긍정적 부분인 희망, 자신감, 낙관주의, 탄력

성을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2.1.2.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논문에서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

소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으로 바라볼 것이다. 
첫번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전념

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ability)또는 성과에 대한 기대

(expectation)보다는 긍정적인 신념(positive belief)을 의미한다

(Bandura, 1997).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를 작업장

에 적용했을 경우, 작업장의 맥락 안에서 구체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지적 자원, 동기, 행동 

방식들을 운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또는 확신을 

의미한다(Stajkovic & Luthans, 1997). 또한 자기효능감은 업무

수행 결과 외에도 조직문화를 뛰어넘어 업무 태도와도 긍정

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Luthans, et 
al. 2006).
두번째로 희망(hope)은 긍정적 동기부여의 상태로 정의되며, 

성공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적인 요소로 목표를 추구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진하도록 하는 정신적 에너지인 것이다(Snyder, 
2009). 즉 긍정심리자본에서의 희망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마음이다(정민철, 2011). 
높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새로운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Luthans & Youssef, 2004).
세번째인 낙관주의(Optimism)란 어떤 난관이나 좌절에도 불

구하고,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신념을 의미한

다. 또한 온갖 난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삶은 궁극

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유
현숙, 2004). 즉 어떠한 일에 실패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실

패의 원인을 파악하여 다시 도전하고자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높은 수준의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은 낮은 수준의 

사람 보다 자신의 직무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보람을 찾고 높

은 성과를 달성한다고 보고되고 있다(Youssef & Luthans, 
2005).
마지막으로 복원력(resilience)이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

는 긍정적 심리역량이다. 또한 역경, 갈등, 실패 또는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사건이나 과정 및 증가된 책임에 대한 부담

감으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힘

인 것이다(Luthans, 2002). 복원력은 매우 위험한 상황 또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특성을 나타낸다(Masten & Reed, 2002). 조직측면에 적용하였

을 때 복원력은 역경, 불확실성, 갈등, 실패 또는 심지어 긍

정적인 변화와 진보 그리고 과중한 업무 책임감으로부터 유

연하게 대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역량으로서 정의할 수 있

다(Luthans, 2002). 

2.2. 조직시민행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

2.2.1.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은 직무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를 넘어서서 조직을 위해 과업 수행을 지

원하는 사회적, 심리적 맥락의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제 

행동이다. 공식적인 직무역할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반

응의 결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발생되더라도 보상이 있을 것

이라는 최소한의 담보도 없지만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한 자

발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Bateman & Organ, 1983). 조직시

민행동은 조직차원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에 따른 역할을 초월하여 조직 내 동료 업무를 

도와주거나 각종 필요 정보의 공유를 통해 조직차원의 업무

흐름을 원활히 하거나 조직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미러 이미

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구성원의 반응 태도와 행동

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상과 평가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비공식적 성격의 조직 태도와 활동이기 때문에 공

식적 보상프로그램의 대상에 속하지도 않는 직무 외 행동인 

것이다. 정지인(2020)은 직무스트레스가 카지노 종사원의 조

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을 

공식적인 보상체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인정

되지 않는 개인의 자발적 행위이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

로 조직의 효과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손

성규(2018)는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

구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조직성과 지표 향상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긍정심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직후

원인식을 경유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

다. 이러한 조직 구성원의 반응은 개인의 재량적 행동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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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속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사회정

체성 구축과 조직헌신 및 건강한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조성

하는데 필수적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Mackenzie et al., 
1983).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인 보상시스템에 의해 직접적인 

또는 명백하게 인정된 것이 아닌 자유재량으로서, 총체적으

로 볼 때 조직의 효과적인 기능을 촉진하는 개인행동(Organ, 
1988)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경영담론 내에서 조직시민행

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아직 개념의 통

일적 동의를 획득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 배경에는 개념의 

매력성에도 불구하고, 개념 타당성의 실증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조직시민행동은 자본운동을 본질로 하

는 기업조직 혹은 효율성을 준거 기준으로 하는 비영리조직

에서 시민정신을 발휘하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성을 담아

내고자 하는 의도성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실로 다양한 연구주제들 속에 결과변인 혹은 중개변인

으로 채택되어 왔지만 실증과정에서나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개념적 타당성을 온전히 검정해 내지 못하는 한계에도 봉착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다양한 개념시도 속에서 공통된 점은 공식적인 직무역할은 

아니지만, 조직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대한 영향력

을 주고받는 다양한 행동들이라는 것이다(Moorman & 
Blakely, 1995).

2.2.2.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

저 Organ(1988)은 이타심, 성실, 배려, 참여, 스포츠맨십 등 5
가지로 분류하였다. Mackenzie et al.(1993)은 객관적 성과, 이

타심, 배려, 참여, 스포츠맨십 등으로 분류했고, Niehoff & 
moorman(1993)은 이타심, 양심, 참여, 스포츠맨십, 문제예방 

등으로 구분하였다. Morrison(1994)은 이타성, 관여, 변화유지, 
성실성, 스포츠맨십으로 파악했다. 이 구성요소들에 대한 견

해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조직 구성원에게 직무분장 

상 수행력 이상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공통점

이 발견된다. 
한편 Organ(1988)의 연구 개념을 수용한 많은 연구들은 조

직시민행동의 측정변인에서 요인적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따라서 구성개념을 재정리한 Williams & Anderson(1991)
의 입장을 수용한 후속연구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조직시민행동은 Stamper & Van Dyne(2001), Halbesleben & 
Bowler(2007) 등의 연구로 개인지향의 조직시민행동(OCBI)와 

조직지향의 조직시민행동(OCBO)으로 조직시민행동을 구분하

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밝혔다(윤수민, 2012). 
본 논문은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수정 입장을 수용했다. 이

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인은 수혜를 받는 직접적 대

상에 따라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

으로 나누어 볼 것이다. 
세부적으로 개인지향의 조직시민행동은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의미하며, 이타적 행동과 예의행동으로 구분한다. 이

타적 행동은 이른바 친사회적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자발

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예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 대

해 기꺼이 배려심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조직지향의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이나 집단 전체

를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시민행동을 말하고, 신사적 

행동, 성실한 행동, 시민덕목 행동으로 분류한다. 이 신사적 

행동은 특정 유형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

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조직시민행동과도 구분된

다. 또한 성실한 행동은 직장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하는 것

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그 다음인 시민덕목 행동은 조직

이나 집단 또는 팀을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다른 조직시민

행동과 구분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내 특정한 개인에

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여 간접적으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하고, 조직지향 조직시민행

동은 직접적으로 조직에 전반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 행동을 

의미한다.

2.3. 직무소진의 개념 및 구성요소

2.3.1. 직무소진

소진(Burnout)의 사전적 정의는 과도한 일로 인해 몹시 지친 

상태를 의미한다. 직무소진은 교육, 의료, 사회사업 등 많은 

사람들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고 서

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자주 나타

난다. 주로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성을 통해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직업에서 종사자들은 직무와 관련해 

잠재적·현재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바로 스트

레스 상황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진(消盡)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짐’, 또는 ‘다 써서 없

앰’이며, 영어의 ‘burnout' 역시 ‘다 타다’, ‘정력을 다 써버리

다’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소진에 대한 초기 연구는 서비스

직, 의료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감정적 고갈과 몰입의 손실

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사람을 대상으

로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직무관련 증

후군을 소진이라고 정의하였다(Maslach, 1976). 
박재훈(2019)은 연기자의 감정노동 또한 직무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실로 직무스트레스보다 한층 더한 

직무소진은 대인접촉이 높은 직업을 가진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 현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대인 관계에서 

겪게 되는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의 총체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었다(Golembiewski & Munzenrider, 1988; 
Maslach & Jackson, 1981). 양대현(2019)은 대기업 사무직 근

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직무소진, 이직의도,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이 기업 경쟁력뿐만 아

니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대기업 인력들의 이직의도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호찬



중소기업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 조직시민행동의 영향관계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69호) 163

(2019)은 중고차 종사원의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이 고객지향성

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고차 거래과정의 서비스 행동 중에 발

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의 여러 요인들을 추출하여 직무소진

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대처하고 분석코자 하였다. 실제 조직 

구성원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적정수준의 스

트레스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스트

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누적하게 되면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 
상실감 등을 느끼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진을 경험

하게 된다. 
직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소

진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소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

기 때문에 스트레스보다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았다(김윤진, 
2008). Pines & Aronson(1988)은 직무소진을 정서적·심리적 증

상과 함께 신체적 증상을 포함하면서 정서적인 상황에 장기

간 관여하면서 나타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로 정의하

였다. 신체적 고갈은 만성적 피로와 육체적 에너지 감소로 

신체가 허약해지는 것 등을 의미하며, 정서적 고갈은 보통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신적 고갈은 일과 일

상생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

되는 것을 의미한다(장은미, 2017). 이상 선행연구들에서 직무

소진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기초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직

무소진을 직무긴장 등의 정서적 고갈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

의 태도와 행동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과정 또는 상태로 정

의한다. 직무소진을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의 

세가지 구성요인으로 분류하게 된 것은 MBI(Maslach Burnout 
Inventory)가 개발(Maslach & Jackson, 1986)되었기 때문이었다. 

2.3.2. 직무소진의 구성요소

위에서 보았듯이, 본 논문에서 직무소진의 구성요소는 정서

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로 구분해 볼 것이다. 
첫번째 정서적 고갈은 직무 대상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에게 나타나는 지

친 감정을 말하며 신체적·정서적 자원 고갈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최동희, 2011). 정서적 고갈은 직무소진의 3개 

하위 영역 중 가장 많이 분석되고 연구되었으며, 실제로 연

구 초기에는 정서적 고갈을 소진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기

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직무소진의 대표적 요인으

로 꼽히고 있다(오정학·육풍림, 2011). 
두번째 비인격화는 상대에 대해 부정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인격화는 개인이 정서적 탈진을 경

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심

리적 대처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Ashforth & Lee, 1990). 이러

한 비인격화를 경험한 구성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부정적

인 태도와 인식을 보이게 된다. 즉 정서적 고갈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심리적 

대처반응으로 거리 두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거리 두기

는 헌신이 저하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려 한다(장은미, 
2017). 비인간적 태도가 지나치게 나타나면 상대를 사람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단지 하나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므로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지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취감 저하는 자기 자신의 발전과 성취감을 얻

는 대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업무 시 의욕 저

하 등 개인 성취감 상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황송자, 
2017).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이탈, 사

기 저하, 생산성 감소, 무능력한 대응, 능력 상실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탈진 이후에 비인격

적 태도로 일하게 되면서 점차 업무에 대한 투입이 줄어들고, 
더 이상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윤혜미·박병금, 2004). 이처럼 성취감 저하라는 요인은 직무

에 대한 열정과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자아 존중감을 감소시

키는 것이다. 

2.4.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이직의도와 조직 냉소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은 동료나 상사를 적극적으로 돕고 자신의 

조직을 위해 헌신적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시민행

동은 많은 연구들로부터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 또한 인정받고 있

다. 조직에서 긍정적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조직구성원

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동료와 상사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

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우며, 조직의 성과와 발전을 위해 그야

말로 혁신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Fredrickson(2001)에 따

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조직의 발전과 

성과향상을 위해 언제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

하는 역할 외 활동(extra-role behavior)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한 Masten & Reed(2002)도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요인으

로부터 덜 영향을 받으며 주위의 상황을 낙관적이고 긍정적

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

는 사람들은 동료에 대한 험담, 모욕감, 지원 요청의 거절, 
대화 거부, 비방 등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다. 이 조직시민행동에 반하여 개인이 조직과 조직 내 개인

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반생산적인 과업행동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s)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반생

산적 과업행동은 의도적으로 정해진 규범을 위반하고 조직과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게 만드는 비정상

적인 행태들을 말한다(Robinson & Bennett, 1995). 이는 Avey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데, 긍정심리자본

이 반생산적 과업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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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 비해 자신의 직무에서 요구되는 의무 이상의 부가적

인 일을 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효과성에 자발적으로 공헌

하는 행동을 하거나 앞으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vey et 
al.(2008)과 Walumbwa et al.(2010)은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시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Luthans et al.(2006)가 개발한 24개 문항을 사용하여 서비스 

조직에 근무하는 336명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적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지윤 외

(2012)는 민간기업인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긍정심리

자본이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2.5.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의 관계

Bakker & Demerouti(2007)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높으

면 조직 내에서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해 소진을 

약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김민정(2019)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소진에 미치

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소

진의 하위 변인들인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진(2012)
은 병사의 군대 생활 스트레스와 군대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변인 중 낙관성과 희망을 회귀 분석

한 결과, 낙관성과 희망이 높게 되면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군 생활의 적응수준이 차례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경은(2012)은 긍정심리를 근거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건강

한 대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의 효과를 나

타내며, 개인이 지니는 강점과 미덕들을 개발하고 발휘함으

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유의미

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김은선(2012)은 긍

정심리 중심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 자녀들을 둔 어머

니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

며, 부모 효능감을 향상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

숙명(2012)은 긍정 심리치료가 우울 성향을 지닌 중학생의 낙

관성,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긍정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울한 성향을 보였던 중학

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

을 한 결과, 유의미하게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문장옥(2011)은 긍정 기도문을 쓴 군인들이 일반 기도문

을 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단들 보다 군대 생활의 만

족도가 높게 나왔으며, 스트레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 기도문을 쓰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긍정적인 마

음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

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발달된 것으로 볼 수 있었

다. 김요셉(2009)은 긍정적 자아 개념과 자기 신뢰감이 청소

년기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긍정적 자아

개념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소

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조직시민행동과 직무소진의 관계

Maslach의 연구 이후 직무 요구,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이

직 의도, 조직시민행동 등 다양한 선행 변수 및 결과 변수와 

직무소진과의 관계 연구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조직행동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나타내고 있다(강
태라, 2013). 직무소진은 개인에게 억압감, 피로감, 좌절감 등

을 유발시켜 일의 동기를 떨어뜨리고, 빈번한 인적 쇄신과 

생산율 감소 등과 같은 조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의 결과 변수에 대한 연구의 시초는 

Karambayya(1990)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조직시민행동의 결과 영향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

이 조직성과 또는 조직효과성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연구자들은 조직성과에 관

련해서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를 확인하는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Podsakof et al, 2000; 윤만희, 2000).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태도나 직무성과를 조직시민행동의 영향으로 다루

는 연구들도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조직시민행동이 이직

의도와는 부의 영향을, 직무만족등과 같은 긍정적 개념의 변

수에는 정의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조직시민행동

의 긍정적인 측면과 영향에 대해 증명한 것이다(전재균·이철

우, 2000; 이희자, 1998).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 중에는 상대적

으로 조직시민행동이 독립변수가 되어 소진을 발생시킨다는 

주장도 다수있다(안병주·차민석, 2013). 또한 이인재 외(2010), 
한은미 외(2011)의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이 개인의 과부하

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소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석(2006)의 연구에서는 소진(스트레스와 긴장, 
또는 갈등 등)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조직시민행동이 조직

과 개인 양측에게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조직시민행동이 소진(괴리, 고갈), 이직의도, 
그리고 직장 가정갈등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고갈

(emotional exhaustion)은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

와 조직시민행동과 직장, 가정갈등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조직시민행동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높은 수준의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하는 개인들에

게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과부하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돌

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인재 외(2010) 연구에서

는 공군 조종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시

민행동과 소진 간의 관계에 조절변수로 인지부조화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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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직시민행동의 부정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한은미 외

(2011) 연구에서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시민

행동이 소진과의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소진을 매

개변수로 직무 태도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행동, 직무소

진과의 관계

앞서 언급했듯이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주

는데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연구한 Avey et 
al.(2008)의 연구에 의하면, 서비스 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시민행동 행위가 더욱 증가된다는 점을 밝혔다. 대다수의 연

구에서 구성원들의 긍정심리자본은 이처럼 구성원들의 직무

성과와 조직시민행동 등의 변인에 정(+)의 영향을 발휘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인정받고 있다(Judge, & Watanabe, 1993; 
Weiss, & Cropanzano, 1996). 최근 들어 조직시민행동의 결과

변수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조

직시민행동은 마땅히 조직유효성에 기여해야 하고, 또한 당

연히 그럴 것이라는 묵시적 직관에 대한 본격적이고도 구체

적인 확인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에 1990년대 후반

부터는 조직시민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직의 양적·질적 

효과성 모두를 재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odsakoff et al, 2000; 김경석, 2006).
대부분의 연구들이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적 결과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선행변수로서의 조직시민행동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규명하려는 연구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김동환 외(2008)의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

의 비용이 효익을 상쇄하는 수준에 따라 조직성과의 증감이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

인재 외(2010)의 실증연구 결과 또한 독립변수인 조직시민행

동은 고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조직시민행동과 

괴리는 오히려 부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가 나옴에 따라 연구자들은 조직시민행동과 소진이 선형적 

관계가 아닌 비선형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개념적 추론을 

제시하였다. 즉 일정 수준까지의 조직시민행동에는 투자(시
간, 정성 등)보다 소득(만족, 보람 등)의 크기가 커서 조직시

민행동과 소진이 부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

서게 되면 조직행동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진 수준도 높아

지는 정의 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중소기업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 사이의 블

랙박스 즉, 매개변수로서 조직시민행동의 역할에 대하여 세

심하게 검증할 것이다.

Ⅲ. 연구분석

3.1.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검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순서는 연구변수

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연구

변수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연구가설을 위한 검증을 실

시했다. 설문에 의한 수집된 자료는 SPSS 23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되었으며, 통계분석을 위한 기법은 회귀분석과 매

개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그림 1>의 모형처럼, 중소기업 구성원의 긍정심

리자본과 직무소진의 영향관계에 있어 조직시민행동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긍정심리자본

을 독립변수로, 직무소진을 종속변수로, 조직시민행동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기존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도식화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위 연구모형을 통해 매개효과 검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 방

법을 통하여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1단계: 중소기업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단계: 중소기업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소진에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단계: 중소기업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의 영향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연구의 변수구성 및 조작적 정의

3.2.1. 긍정심리자본

먼저 긍정심리자본은 직장에서 성과향상을 위해 개개인을 

관리하고 평가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으로 지향된 인

적자원의 힘과 수용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Luthans et 
al.(2007)이 제시하는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 등을 하위 구성 요

인으로 구성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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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Luthans et al.(2006)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활용해 변

수 구성 요인별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정숙희(2020) 등의 

연구처럼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3.2.2.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를 넘어서 , 조

직을 위해 과업수행을 지원하는 사회적, 심리적 맥락의 유지

와 강화에 기여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Williams & 
Anderson(1991)의 입장을 수용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OCBI)과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OCBO)을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동료애와 애사심을 나타내는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 7문항,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 5문항, 총 12문
항으로 정지인(2020)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활용

하여 구성했다.

3.2.3. 직무소진

직무소진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자원으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 정서적

으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며, 
자신의 직무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한

다. 하위 차원들은 Maslach & Jackson(1986)의 소진검사(MBI: 
Maslach Burnout Inventory)에 기초해 양대현(2019) 등이 사용

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하였다. 직무소진은 직무

들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

와 같은 소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에 정서적 고갈 

9개 문항, 비인격화 5개 문항, 성취감 저하 8개 문항 등 총 

22개 문항으로 하여 <표 1>과 같이 나타냈다.

<표 1> 변수구성 및 하위변수

변수 구성
(척도)

하위변수
설문

출처
문항수 계

긍정심리
자본

(5점척도)

자기효능감 1~6 6
Luthans &

Avolio(2006),
정숙희(2020)

희망 7~12 6
낙관주의 13~18 6
복원력 19~24 6

조직시민
행동

(5점척도)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

1~7 7 William &
Anderson(1991),
정지인(2020)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

8~12 5

직무소진
(5점척도)

정서적 고갈 1~9 9 Maslach &
Jackson(1986),
양대현(2019)

비인격화 10~14 5

성취감 저하 15~22 8

응답자
특성

(명목척도)

성별, 연령, 결혼여부,
소속업종, 근무기간,
인원수, 학력, 직군,

직급, 급여 외

1~10 10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

상으로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구글 독스(Docs)를 

활용해 실시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2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228부
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Ver. 23.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Ⅳ. 실증분석

4.1. 조사자의 특성
 
조사 대상 228명의 일반적 특성을 <표 2>에서 살펴보면, 성

별은 남성이 172명(75.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연령대는 40
대가 116명(50.9%)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혼인상태는 기혼

이 174명(76.3%)으로 다수였다. 해당업종은 서비스업이 102명
(44.7%)으로 비율이 높았고, 근무기간은 11년 이상이 92명
(40.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종업원 수는 10명 미만이 72명
(31.6%), 300명 내외가 83명(36.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학

력은 대졸이상(89.1%, 대학원졸 포함)이 대부분을 점유했으며, 
직군은 경영지원직이 91명(39.9%)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직

급은 차장 이상이 154명(67.5%)으로 간부급이 주를 이루었고, 
그에 따라 급여도 5백만원 내외가 133명(58.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28)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여성

172
56

75.4
24.6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2
53
116
47

5.3
23.2
50.9
20.6

결혼여부
기혼
미혼

174
54

76.3
23.7

해당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52
18
102
56

22.8
7.9
44.7
24.6

근무기간

1년미만
1년~5년
6년~10년
11년 이상

21
69
46
92

9.2
30.3
20.2
40.3

종업원 수

10명 미만
100명 미만
200명 미만
300명 내외

72
46
27
83

31.6
20.2
11.8
36.4

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8
17
108
95

3.5
7.4
47.4
41.7

직군

경영지원직
영업직

생산 및 연구
기타

91
47
30
60

39.9
20.6
13.2
26.3

직급

주임이하
대리이하
과장이하
차장이상

18
22
34
154

7.9
9.7
14.9
67.5

급여

2백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4백만원 이하
5백만원 내외

14
29
52
133

6.2
12.7
22.8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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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통해 나타난 <표 3> 변수들의 평

균을 살펴보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변수인 자기효능감은 

3.96, 희망은 3.75, 낙관주의는 3.63, 복원력은 3.74로 나타났

다. 평균의 크기는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 순으

로 나타났고, 하위 변수간의 평균 차이는 0.3정도 차이가 났

다. 조직시민행동의 하위변수인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은 

3.77,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은 3.16으로 평균 차이가 0.6까지 

생겼다. 직무소진의 하위 변수인 정서적 고갈은 3.09, 비인격

화는 3.54, 성취감 저하는 3.54로 나타났다. 평균의 크기는 정

서적 고갈이 높고, 상위와 하위의 평균 차이가 0.5이상 벌어

졌다. 긍정심리자본은 3점 후반, 조직시민행동은 3점 중반, 
직무소진은 3점 초반으로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이 조직시민행

동과 직무소진의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긍정심리
자본

자기효능감 2.00 5.00 3.96 .56

희망 1.83 5.00 3.75 .56

낙관주의 1.50 5.00 3.63 .55

복원력 2.00 5.00 3.74 .52

조직시민
행동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

2.14 5.00 3.77 .49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

1.33 4.67 3.16 .39

직무소진

정서적 고갈 1.56 5.00 3.09 .66

비인격화 1.60 5.00 3.54 .73

성취감 저하 1.50 5.00 3.53 .62

4.3. 신뢰도 및 타당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알파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했고, 신뢰성 계수 0.6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표 4>는 각 변수에 따른 하위항목의 신뢰도

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가 적절하게 추정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이용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일반

적으로 추정된 요인의 선형 결합인 주성분 분석을 이용했으

며, 초기에 구했던 요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배리맥스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변수와 요인의 상관관계 정도

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량은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4.3.1. 긍정심리자본의 타당도

긍정심리자본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하위 요인은 자기효능

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의 4개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요인 

적재치 0.5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자기효능감 2개 문항, 희망 

3개 문항, 낙관주의 3개 문항, 복원력 4개 문항을 제거 후 최

종적으로 자기효능감 4개 문항, 희망 3개 문항, 낙관주의 3개 

문항, 복원력 2개 문항 등 총 12개 문항에 대한 2차 요인분

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했다. 최종 요인분석 결과, 하위 변

수의 요인 적재치는 0.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개 이상의 요

인에 동시에 높은 상관을 보이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서 타당성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5> 긍정심리자본 요인분석 결과

4.3.2. 조직시민행동의 타당도

조직시민행동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하위 요인은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OCBI)과 조직지향 시민행동(OCBO)의 2개 요인

들이 도출되었다. OCBI는 7개 문항 모두 요인 적재치 0.5이
상을 충족했고, OCBO는 0.5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3개 문항

을 제거 후 최종적으로는 OCBI 7개 문항, OCBO 2개 문항 

등 총 9개 문항에 대한 2차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

했다. 
최종 요인분석 결과, 하위 변수의 요인 적재치는 0.5이상으

로 나타났으며, 2개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높은 상관을 보이

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타당성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변  수 초기항목수 제거후항목 
크론바하 
알파

긍정
심리자본

자기효능감 6 4 .848

희망 6 3 .815

낙관주의 6 3 .793

복원력 6 2 .802

조직
시민행동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

7 7 .644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

5 2 .714

직무
소진

정서적 고갈 9 4 .802

비인격화 5 5 .899

성취감 저하 8 7 .801

긍정심리자본
(설문번호)

구성요소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자기효능감(2) .705

자기효능감(3) .791

자기효능감(4) .779

자기효능감(5) .795

희망(2) .745

희망(4) .729

희망(6) .797

낙관주의(3) .788

낙관주의(4) .693

낙관주의(6) .820

복원력(1) .894

복원력(2) .607

아이겐 밸류 9.209 1.662 1.288 1.058

설명분산(%) 38.371 6.927 5.368 4.407

누적분산(%) 38.371 45.297 50.666 5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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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직시민행동 요인분석 결과

4.3.3. 직무소진의 타당도

직무소진의 요인분석 결과,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의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적재치 0.5를 충족하지 

못한 변수는 정서적 고갈 5개 문항, 비인격화는 없었고, 성취

감 저하는 1개 문항이 있어 제거 후 최종적으로 정서적 고갈 

4개 문항, 비인격화 5개 문항, 성취감 저하 7개 문항의 총 16
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로 하위 변수의 요인 적재치는 0.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개 이상의 요인이 동시에 높은 상관을 보이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7> 직무소진 요인분석 결과

4.4. 상관관계 분석결과
 
가설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인들 간의 방향과 관계가 어

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의 계수를 검증한 결

과치를 <표 8>에서 살펴보면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행동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시민행동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는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소진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

지향 조직시민행동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변수 간 상관(Pearson)관계

(참고) 긍정심리자본: 긍1=자기효능감, 긍2=희망, 긍3=낙관주의, 긍4=복원력
직무소진: 직1=정서적 고갈, 직2=비인격화, 직3=성취감 저하
조직시민행동: 조1=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 조2=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

**: 상관이 0.01수준에서 유의함(양쪽)

조직시민행동
(설문번호)

구성요소

요인 1 요인 2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1) .713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2) .790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3) .679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4) .723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5) .697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6) .579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7) .694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3) .779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4) .811

아이겐 밸류 3.089 1.670

설명분산(%) 29.298 29.298

누적분산(%) 12.848 42.146

직무소진
(설문번호)

구성요소

요인 1 요인 2 요인 3

정서적 고갈(1) .658

정서적 고갈(2) .830

정서적 고갈(3) .637

정서적 고갈(7) .720

비인격화(1) .633

비인격화(2) .823

비인격화(3) .710

비인격화(4) .744

비인격화(5) .630

성취감 저하(2) .709

성취감 저하(3) .610

성취감 저하(4) .744

성취감 저하(5) .631

성취감 저하(6) .708

성취감 저하(7) .655

성취감 저하(8) .745

아이겐 밸류 9.107 1.607 1.445

설명분산(%) 41.395 7.306 6.557

누적분산(%) 41.395 48.701 55.268

구 분 긍1 긍2 긍3 긍4 직1 직2 직3 조1 조2

긍1

상관
계수

1

유의
수준

N 228

긍2

상관
계수

.540
**

1

유의
수준

.000

N 228 228

긍3

상관
계수

.484
**

.547
**

1

유의
수준

.000 .000

N 228 228 228

긍4

상관
계수

.525
**

.451
**

.534
**

1

유의
수준

.000 .000 .000

N 228 228 228 228

직1

상관
계수

-.248
**

-.287
**

-.401
**

-.381
**

1

유의
수준

.000 .000 .000 .000

N 228 228 228 228 228

직2

상관
계수

-.357
**

-.282
**

-.456
**

-.425
**

.556
**

1

유의
수준

.000 .000 .000 .000 .000

N 228 228 228 228 228 228

직3

상관
계수

-.542
**

-.503
**

-.553
**

-.468
**

.501
**

.628
**

1

유의
수준

.000 .000 .000 .000 .000 .000

N 228 228 228 228 228 228 228

조1

상관
계수

.348
**

.324
**

.473
**

.319
**

-.121 -.307
**

-.319
**

1

유의
수준

.000 .000 .000 .000 .067 .000 .000

N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조2

상관
계수

-.008 .129 .010 -.103 .045 .070 .113 -.050 1

유의
수준

.907 .052 .884 .122 .504 .290 .088 .451

N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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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회귀분석결과

4.5.1.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행동의 영향관계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을 포괄하

는 긍정심리자본(t=7.39, p=.000)은 조직시민행동(개인지향 조

직시민행동,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1단계의 조건을 채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F=54.599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 R제곱은 .195(수정된 R제곱 .191)로 나타났다.

<표 9>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행동 회귀분석 결과

4.5.2.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의 영향 관계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표 10>에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을 

포괄하는 긍정심리자본(t=-11.83, p=.000)은 직무소진(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2단계의 조건도 채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F=139.929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

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는 R제곱은 .382(수정된 R제곱 .380)로 나타

났다.

<표 10>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 회귀분석 결과

4.5.3.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 영향관계

독립변수에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행동을 투입하고, 종속

변수로 직무소진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소진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t=.394, p=.69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

준(p<.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기에 조직시민행

동의 하위 변수인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지향 조직시

민행동을 따로 투입하여 그 결과를 <표 12>와 같이 재검증하

였다. 
분석결과, 조직시민행동 중 조직지향 시민행동은 직무소진

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기에 (t=2.087, p=.038) 3단계 조건을 만족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F=73.58이고,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 R제곱은 .394(수정된 R제곱 .389)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

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단계에서 도출

한 표준화된 베타값이 3단계의 표준화된 베타값보다 크기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1> 조직시민행동 매개효과 분석 결과

<표 12>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OCBO) 매개효과 분석 결과

*P<.05, **P<.01, ***P<.001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조직
시민
행동

(상수)

긍정심리
자본

2.166

.341

.174

.046
.441

12.41

7.39

.000

.000

R제곱=.195, 수정된 R제곱=.191, F=54.599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직무
소진

(상수)

긍정심리
자본

5.266

-.699

.224

.059 -.618

23.37

-11.83

.000

.000

R제곱=.382, 수정된 R제곱=.380, F=139.929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직무
소진

(상수)

긍정심리
자본

조직
시민행동

5.153

-.711

.034

.291

.066

.085

-.629

.023

17.74

-10.77

.394

.000

.000

.694

R제곱=.383, 수정된 R제곱=.377, F=69.78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직무
소진

(상수)

긍정심리
자본

조직지향
(OCBO)

5.030

-.702

.091

.241

.059

.044

-.621

.108

20.85

-11.96

2.087

.000

.000

.038

R제곱=.394, 수정된 R제곱=.389, F=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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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자기효

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과 조직시민행동(개인지향 조직

시민행동,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이 직무소진(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9년 8월 1일~25일(이외 추가 5일)

까지 약 1개월간 수도권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구성원 232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유효한 228명분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통계프로그램(Ver. 23.0)을 이

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은 대내외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자금

도, 인력도, 시설도 부족하기에 언제나 고비용, 저효율의 구

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제라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조직자원을 발굴, 확보, 구축함과 동시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변화시키고 융합하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변화와 확장이 가능한 문화, 긍정심리자본, 동

적 역량과 같은 성장형 조직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이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 실마

리를 찾아보고자 했다.  
첫째, 중소기업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긍정심리자본은 

개발과 측정이 가능한 자본으로 구성원 개별 역할과 상호 관

계적 역할을 통해서 긍정적인 조직 구성원의 강점을 발견하

고, 화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기에 동료애 및 애사심으로 

대변되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노력

함으로써 동료애와 애사심으로 대변되는 조직시민행동이 높

아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소진은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

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 반복적, 정서적

인 압박을 받은 결과 발견되는 현상이다(Maslach, 1976). 소진

은 더 이상 특정 서비스 종사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외에서 업무관계나 대인관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증후군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나 개개인의 

건강 손상 등에 이르기까지 위협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처

럼 중소기업의 구성원이 긍정심리자본을 축적하게 되면, 직

무소진에 이르는 상태를 예방하거나 그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행동이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

의 영향 관계에서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에서는 강요된 조직시민행동이 직

무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바람직한 상태의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행동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기에 조직시민행동 중 조직지향의 조직시민행동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직

시민행동 중 개인지향의 조직시민행동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서비스 접점 분야의 감정노동자(승무원, 

간호사, 상담원 등)나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주로 연구

되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을 조직시민행동의 매개변수를 

활용해 중소기업 구성원들에게 적용한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중소기업의 구성원도 수많은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상

황에 직면할 수 있고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내부

고객(상사 및 동료, 부하)과 외부고객(관계사 및 협력사)을 지

속적으로 상대한다는 것이다. 그 지속적 관계 속에서 직무소

진을 수차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

행동이 이를 상쇄할수 있다는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이 연구는 중소기업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소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회사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조직유효성

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회사애와 동료애를 나타내는 조직시

민행동이 이를 매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조직이 

목표를 달성해 내는 정도를 측정하는 조직 유효성의 관점에

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이외에도 다양할 

것이다. 직무 만족이나 몰입을 통해 그 유효성을 파악할 수

도 있고, CEO나 종업원의 성향이나 자질, 능력이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행동, 직무소진이라는 한정적인 요소로 조직 유효성

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다양한 업종 및 해당 직군에 따라 그 적용

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하기에는 모수가 적은 한계

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직무소진과 반대 성격인 직무몰입

을 추가하여 쌍방의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파악해 보

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조직유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이나 조직문화, 조직몰입 등의 요인들과 긍정심리자

본을 매개나 조절 변수로 투입하여 검증해 보는 것도 기대한

다.
실제로 긍정심리자본과 같은 성장형 조직자원은 변화와 개

발을 통해 조직의 긍정적 역량과 조직문화로 유의미하게 자

리잡을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유

지하거나 향상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기술적, 물

적 자원의 제약이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긍정심리자본과 

자발적인 조직시민행동을 통해 직무소진을 줄임으로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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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하고, 좋은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모멘텀(momontum)
이 생겨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효과적 인력관리와 생산적인 조직문화

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개발할

만한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시민행동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이를 회사 임직원의 교육 및 동기부여 방안과 제도로서 뒷받

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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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analyzing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burnout. In addi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layed a role i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ried to verify the role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a black box, or parameter, between job burnout. And then, the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ere divided into 
two: individual-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organization-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o this e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member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s increasing interest in that it can reduce the job burnout of members and embrace the 
propensity of young generations represented by millennials because it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by developing positive mental states 
and strengths of the organization.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as a keyword.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embers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job burnout. Third, it was a verification of h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ffect job burnou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burnout, organization-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However, it was found that individual-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among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are not valid. In this stud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burnout, which 
have been mainly studied in service workers' emotional workers(crew, nurses, counselors, etc.), nursery teachers, and social workers, were 
applied to SME members by using the parameter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You can put that implication on things.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an be further enhanced through SME members' love for the 
company, improvement of consideration among employees and resul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work performance. It could also 
provide momentum for sustainable managemen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are relatively short of capital an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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