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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방산제조업체인 H사의 현장 사원 2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기업의 CSR 활동이 조직신뢰와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기업의 CSR 활동은 현장 사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CSR 활동
은 현장 사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인식한 직원들은 조직신뢰에 대한 지각수준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직원들의 조직
신뢰가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의 CSR 활동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조직신뢰
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 완전 매개효과와 부분매개효과가 혼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방산제조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성장에 필요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CSR 활동, 직무만족, 매개효과, 조직신뢰, 조직성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CSR activities on a 
defense manufacturing employees' organizational trust and job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To conduct such examinationusing, 289 valid samples collected from field 
employees of H-company(defense manufacturer) in Chang W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rporate CSR activities were found to affect job satisfaction of field 
employees. Second, corporate CSR activities were analyzed to be a very important motivator for field 
employees. In other words, it can be interpreted that employees who perceive that their organization 
is actively fulfilling social responsibilities have a high level of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trus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organizational trust of the employees,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whether there is a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CSR activity and job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full mediating 
effect a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were mixed.
Key Words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b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rganizational 

Trust, Organiz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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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영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기업이 존속하면서 성장하

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한 사회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 발전 기여활동은 이
윤 획득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인식이 폭넓게 자
리 잡기 시작하면서 국내외 기업들은 경제적 성장과 함
께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기업의 경영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연계하는 전략 수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가치’란 경
제, 사회, 환경 및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
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이러
한 사회적 가치의 확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
화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의 해결책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찾고자 하는 움직
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 중 SK그룹은 최근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포스코도 
새로운 기업 경영 지표로 `기업시민`이라는 가치를 부여
하고 있다.  SK그룹은 2009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강조
해 왔는데, 2017년에 SK그룹 전체 계열사의 정관에서 
기업의 존재 목적으로 `기업은 충분한 이윤을 지속적으
로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라는 문구를 새롭게 삽입
하였다. 포스코는 2018년에 그간 경영철학으로 사용하
던 `제철보국`을 대신하여 그룹의 새 경영철학으로 `기업
시민`을 선포하고 기업시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로 회사를 둘러싼 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하겠다는 것이다[1].

학계에서도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대교 (2010)는 기업의 경
제적 책임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이 조직신뢰에 정(+)의 영
향을 미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직효과성 간
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2]. 최병
권‧문형구‧주영란(2017)은 CSR 활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국내 총 40편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
행하였으며, 그 결과 CSR 인식에 대한 원리 규명을 위한 
미시적 연구, CSR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및 CSR 인
식에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3].

본 연구는 방산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직원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방산제
조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군을 대상으로 고도

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제품을 만드는 조직의 특성상 일
반 제조기업과는 달리 경직된 조직분위기가 예상되기 때
문에 일반 제조기업의 실증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방산제조기업이 계속기업으로써 지속 성장에 필
요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업의 CSR 활동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시
장가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같은 다양한 성과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
념, 태도 및 일체감과 같은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의 
구매의도 및 충성도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5].

최근에는 기업 조직 내에 있는 내부고객으로써 직원의 
인식측면에서 CSR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
수 이루어지고 있다[6, 7]. 이 연구들은 기존 연구의 주 
대상이었던 기업 외부의 고객 및 이해관계자뿐만 아니
라, 조직 내부의 직원을 대상으로 CSR 인식에 대한 선행
요인과 성과변수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 연구들이다. 
CSR 활동에 대한 직원의 지각과 업무 성과간의 관계에서 
CSR에 대한 직원의 지각은 조직 동일시(organizational 
identification)와 직무 만족에 대해 순차적 매개 효과를 
미쳐 긍정적인 업무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8]. 즉, CSR에 대한 인식은 CSR 태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며 CSR 태도는 기업명성에 정(+)의 영향을 끼
치고, 기업명성은 직무만족과 조직일체감에, 직무만족도 
또한 조직일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9].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은 2015년을 기점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종원(2015)은 기업경
영 CSR과 자선적 CSR을 통합하여 구성한 사회적 책임
활동은 관계발전 요인인 지각된 공급위험, 기업이미지, 
기업평판 및 사회적 연결감 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 소비자 중심
의 CSR 연구에서 벗어나, 주 연구대상으로 구매업체 담
당자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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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각·류지영(2007)은 내부 마케팅 효과 측면에서 

CSR이 기업 임직원들의 직무만족, 조직일체감 및 조직
시민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로 CSR 인식은 CSR 태도에, CSR 태도는 기업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내부 마케팅 효
과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11]. 김
민석·조영복(2019)은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성과측정이 
용이해지고 플랫폼을 이용한 사회공헌 활동이 보다 많아
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12].

2.2 조직신뢰
옥스퍼드 사전에서 신뢰란 인간이나 사물의 질 및 특

성 또는 진술의 진실에 관한 확신 혹은 의존이라는 의미
로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13]. Mishra(1996)는 조
직 내 그 대상에 따라 신뢰 여부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신뢰의 대상이 조직, 상사, 동료, 최고 관리자 등
으로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신뢰의 다계층성을 주장하였
다[14]. 통상 조직신뢰(organizational trust)라는 개념
은 연구자들 마다 다르게 보고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다. 조직신뢰는 조직몰입
의 중요한 예측인자이며, 조직신뢰는 상호 협동과 이타
적 행동을 증가시킴으로 좋은 조직일수록 조직신뢰가 높
다[15, 16]. 또한 내부 직원의 조직신뢰를 증진시키기 위
해서는 조직의 정책이나 행동이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전
달되어야 하고, 조직 구성원의 의사결정 권한 확대, 공감 
형성 및 윤리적 가치 추구 등에 대해 조직의 다각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17]. 

나아가 조직신뢰는 조직에 대한 일관성, 개방성 및 공
정성과 관련한 믿음이며 조직과 직원 간의 고용관계의 
신뢰로써, 조직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활동을 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평가와 확신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18, 19], 그리고 조직신뢰는 직원이 조직의 행동 
혹은 정책에 대해 자신이 위험할 수 있을지라도 이를 감
수할 수 있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20]. 따라서 조직에 
대한 높은 신뢰는 공동체 의식과 조직과의 일체감을 형
성하여 내부 직원의 자발적 헌신과 조직시민행동 및 이
직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따라서 조직신뢰는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안정
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개별 직원들에게
도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19].

2.3 직무만족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로 Hoppock(1935)은 직무만족

에 대해 사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조화를 고려하여 인지하는 전반적인 만족감의 정도
라고 정의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직무만족의 구성
요소로 피로감, 변함없는 일상, 지도 방식 및 작업조건 
등을 제시하였다[21]. 한편 Herzberg(1966)는 동기-위
생요인 이론(motivation-hygiene theory)에 근거하여 
구성원의 동기유발로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직무의 내적 
측면에서의 동기요인과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직무의 
환경적 특성과 연관된 위생요인 등을 개념화하여 제시하
였다[22]. 

Cook and Wall(1980)과 Blake and Mouton(1984)
의 연구에서 조직과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23, 24,], 
Podsakoff et al.(1990)과 Pillai and Williams(1999)
의 연구 결과도 조직 구성원의 조직신뢰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25, 26]. 조영대
(2011)의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신뢰
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27], 신
승훈(2012)은 전국 규모 6개 커피 브랜드 종사원을 대상
으로 브랜드 동일시가 직무만족과 고객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28]. 이와 같이 직무만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직무만족이 내부 구성원의 조직 
친화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이는 조직성과와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Tan & Tan, 
2000; Brewer & Selden, 2000)[18, 29].

3. 연구설계
3.1 가설설정

3.1.1 CSR 활동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기업의 CSR은 기업의 자발적 활동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되었고,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기업
의 CSR 활동이 조직성과인 직무만족과 관련된 주요 선
행연구로 권기혁·강수돌(2012)은 기업의 윤리적 CSR 활
동은 구성원의 정서적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30]. 백유성(2018)은 종
합병원 이용 고객들을 중심으로 CSR 활동과 조직평판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는데, CSR 활동이 활발하다고 
지각할수록 조직평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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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CSR 활동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 CSR 활동은 조직신뢰와 직무만족 등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상미 외, 2014)[18]. 이러한 선
행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참조하여 두 변수들 간의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기업의 CSR 활동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기업의 CSR 활동의 경제적 책임은 직무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기업의 CSR 활동의 법률적 책임은 직무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기업의 CSR 활동의 윤리적 책임은 직무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기업의 CSR 활동의 자선적 책임은 직무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CSR 활동과 조직신뢰와의 관계
지성구(2006)는 서비스 공기업과 사기업 구성원 417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SR 활동은 조직신뢰와 서
비스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32]. 또
한, 서대교(2009)는 기업 구성원 497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조직신뢰에 대해 기업의 CSR 활동 중 소
비자 보호와 경제적 책임 활동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33]. 남정순‧백유성‧김혜진(2019)
은 농협 구성원 229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조직
신뢰는 고객-종업원 교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고객-종
업원 교환관계는 역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34].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두 변수 간
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들을 설정하
였다.

가설2: 기업의 CSR 활동은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기업의 CSR 활동의 경제적 책임은 조직신
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기업의 CSR 활동의 법률적 책임은 조직신
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기업의 CSR 활동의 윤리적 책임은 조직신
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기업의 CSR 활동의 자선적 책임은 조직신
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조직신뢰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직무만족은 직무 그 자체를 수행함에 따라 오는 내재

적 만족감과 승진 혹은 보상 등과 같이 직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외재적 만족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34]. 
Peterson(2004)은 조직몰입이 증진될수록 조직구성원
의 자긍심도 높아지면서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주장
하였다[35]. 김윤식(2008)에 따르면 정서적 후원, 분배와 
절차의 공정성은 정서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후원과 수단적 후원은 인지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하였다[36]. 

Valentine and Fleischman(2008)은 미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CSR 활동은 직
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하였으며[37], 
De Roeck et al.(2014)은 벨기에에 있는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원에 대한 내부 CSR 활동과 고
객에 대한 외부 CSR 활동 전체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38]. 따라서 본 연구
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는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참
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조직신뢰는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1.4 조직신뢰의 매개효과
조직성과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조직신뢰에 대

한 개념,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실증 검증을 하였으며, 
나아가 조직신뢰의 매개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들도 있
다. 김기근(2013)은 서울 및 수도권의 금융업종 및 일반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
서, 조직 비전의 공유성이 조직신뢰를 매개로 조직 변화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9, 40]. 또한 
정용배 외(2017)는 서울과 경기도의 기업을 중심으로 윤
리경영 및 조직문화 등에 대한 종사원의 윤리적 판단과 
조직 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 효과가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41]. 즉 조직신뢰와 조직 유효성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로 조직신뢰는 조직성과와 직무태
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신뢰가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 간
의 정보에 대한 공유가 촉진되고 생산성도 향상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41]. 이와 함께 대기업 종사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의 CSR 활동이 진정성을 지니
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직무에 대한 창의성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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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보다 더 직무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처리할 수 있
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다[4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
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기업의 CSR 활동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고자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조직신뢰는 기업의 CSR 활동과 직무만족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CSR 활동이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와 직무만족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
문자료는 선행연구들의 설문을 참고하여 기업의 CSR 책
임 활동은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
적 책임의 4항목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세부항목들이 조
직신뢰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업의 CSR 활동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위하여 경남 창원시에 본사가 있는 방산제조업체
인 H사의 현장 사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311부를 회수하여,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2부를 제외한 289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25.0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 Resaerch Model 

4. 실증분석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서 조사한 289개 표본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46명(15.9%), 30대가 
74명(25.6%), 40대가 78명(27.0%), 50대가 90명(31.1%), 

60대가 1명(0.3%)으로 30~50대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 분포에서 남성이 274명(94.8%,), 여성이 
15명(5.2%)으로 근력을 필요로 하는제조업의 특성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혼 여부의 질문에 
기혼이 216명(74.7%), 미혼이 73명(25.3%)로 기혼자의 
비율이 높았다. 학력에 대한 질문에서 고졸 이하가 148
명(51.2%)로 절반 이상을 보였으며, 전문대를 포함한 대
졸 이상이 141명(48.8%)으로 나타나 의외로 고학력 자
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경력을 묻는 질문에 2년 미만이 17명(5.9%), 
2~5년 미만이 20명(6.9%), 5~10년 미만이 58명
(20.1%), 10~15년 미만이 39명(13.5%), 15년 이상이 
155명(53.6%)으로 장기 근속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정된 직장은 이직률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
다. 직급을 묻는 질문에 사원이 60명(20.8%), 대리 또는 
과장이 126명(43.6%), 차장이 87명(30.1%), 부장이 16
명(5.5%)으로 직급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설정된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

적재량 0.5 이상, 아이겐 값은 전체적으로 1.0 이상의 값
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 신
뢰도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CH·R은 자선적 책임, J·S는 직무만족, LE·R은 법률적 책
임, EC·R은 경제적 책임, O·T는 조직신뢰를 나타낸다.

Table 1. Feasibility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1 2 3 4 5 6 Cronbach's 

α
CH･R3 .863 .025 .092 .143 .205 .040

.881
CH･R2 .855 .086 .215 .037 .083 .060
CH･R4 .823 .059 .106 .225 .168 .088
CH･R1 .760 -.014 .053 .203 .053 .337
CH･R5 .697 -.077 -.028 .398 .252 .046
J․S2 .061 .823 .091 .106 .064 .112

.905
J․S4 .012 .819 .109 .107 -.017 -.086
J․S1 .037 .817 .148 .069 -.017 .163
J․S3 .129 .811 .068 -.074 .142 .119
J․S5 -.114 .691 .019 -.068 .116 .048

LE･R4 .141 .121 .851 .128 .050 .076
.970LE･R3 .075 .163 .812 .066 .146 .334

LE･R2 .109 .131 .744 .076 .134 .389
LE･R1 .101 .069 .729 .457 .090 -.054
EC･R3 .154 .046 .066 .795 .219 .243 .800EC･R4 .278 .061 .240 .779 .086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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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 계수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
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

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조직신뢰, 직무만족 간 상관관
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선적 
책임과 조직신뢰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Variables 1 2 3 4 5 6

EC․R 1
LE․R .414** 1
EH․R .381** .587** 1
CH․R .505** .317** .416** 1
O․T .120* .284** .313** .090 1
J․S .423** .375** .449** .469** .2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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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가설검증
4.4.1 CSR과 직무만족(J·S)과의 관계 검증
기업의 CSR 활동과 직무만족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

기 위하여 독립변수는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종속변수로는 직무만족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F=34.706, p<.000). 

한편 더빈왓슨(D-W) 통계량은 1.936으로 2에 근접
하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

여진다. CSR 활동의 하위요인들 중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책임(β=.168, t=2.822, 
p=.005), 윤리적 책임(β=.223, t=3.525, p=.001), 자선
적 책임(β=.262, t=4.469, p=.000)으로 나타나 유의성
이 인정되었으나 법률적 책임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인 유
의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CSR 활동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3. Analysis between CSR and Job satisfaction
Model Depen var : Job satisfaction(J·S)

R²=.328 Modified R²=.319, F=34.706(.000)
Indep var B S.E Beta t p VIF
Constant 1.195 .232 5.151 .000

EC․R .150 .053 .168 2.822 .005 1.493
LE․R .092 .062 .092 1.477 .141 1.631
EH․R .174 .049 .223 3.525 .000 1.684
CH․R .241 .054 .262 4.469 .00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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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CSR과 조직신뢰(O·T)와의 관계 검증
기업의 CSR 활동이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
선적 책임을 독립변수로 조직신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나(F=9.363, p<.000), 설명력은 약 
11.7%(수정된 R²은 10.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다중
공선성 문제와 잔차의 독립성 가정도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4. Analysis between CSR and O·T

Model Depen var : Organizational trust(O·T)
R²=.117 Modified R²=.104, F=9.363(.000)

Indep var B S.E Beta t p VIF
Constant 2.892 .235 12.303 .000

EC․R -.009 .054 -.012 -.176 .860 1.493
LE․R .143 .063 .162 2.275 .024 1.631
EH․R .170 .050 .246 3.404 .001 1.684
CH․R -.047 .055 -.057 -.853 .39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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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 활동의 하위요인들 중 조직신뢰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적 책임(β=.168, t=2.822, 

EC･R1 .283 .019 .195 .703 .106 .085
O․T4 .202 .103 .081 .176 .808 .044

.776O․T3 .305 .010 .070 .243 .737 .030
O․T2 .102 .209 .230 .003 .734 .334

EH･R2 .211 .146 .249 .159 .223 .793 .840EH･R1 .203 .198 .362 .137 .086 .741
EV 3.708 3.353 2.942 2.412 2.091 1.822

KMO(Kaiser-Meyer-Olkin) .873
Bartlett＇Test of Sphericity Chi-Square 3795.568

df(p)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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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과 법률적 책임(β=.223, t=3.525, p=.001)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은 통계적인 유
의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업의 CSR 활동
은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4.4.3 조직신뢰(O·T)와 직무만족(J·S)의 관계 검증
조직신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조직신뢰를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F=17.585, p<.000), 조직신뢰는 직무만족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β=.240, t=4.193, p=.000). 따라서 조직신뢰는 사
원들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Table 5. Analysis between organizational trust and Job 

satisfaction 
Model Depen var : Organization trust(O·T)

R²=.241 Modified R²=.233, F=17.585(.000)
Indep var B S.E Beta t p VIF
Constant 3.093 .188 16.465 .000

J․S .212 .051 .240 4.193 .000 1.000
* p<.05, **p<.01, *** p<.001

4.5 매개효과 검증
기업의 CSR 활동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조직신

뢰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앞서 기업의 CSR 활동의 세부요인인 경제적 책임
(가설 1-1)은 직무만족 간에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지만, 매개효과에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조직신뢰에 영향을 주고 
조직신뢰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CSR활동의 세부요인인 자선적 책임(가설 
1-4)은 직무만족 간에 직접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
만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간접효과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
설 4는 채택되었다. 이상과 같이 기업의 자선적 책임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직신뢰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직접적 영향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6.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D･V InD･V B S.E β t P F R²

(adjR²)

O․T

Con 1.195 .232 5.151 .000

34.706*** .328
(.319)

EC․R .150 .053 .168 2.822 .005
LE․R .092 .062 .092 1.477 .141
EH․R .174 .049 .223 3.525 .000
CH․R .241 .054 .262 4.469 .000

J․S

Con 2.892 .235 12.303 .000

9.363*** .117
(.104)

EC․R -.009 .054 -.012 -.176 .860
LE․R .143 .063 .162 2.275 .024
EH․R .170 .050 .246 3.404 .001
CH․R -.047 .055 -.057 -.853 .395

J․S

Con 2.733 .244 11.198 .000

8.579*** .132
(.116)

EC․R -.029 .054 -.037 -.542 .589
LE․R .131 .063 .148 2.088 .038
EH․R .147 .051 .213 2.901 .004
CH․R -.079 .056 -.097 -1.399 .163
O․T .133 .060 .150 2.219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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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의 CSR 활동이 현장 근무 직원들의 조

직에 대한 신뢰와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선행요인으
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창원에 본사를 둔 한
국의 대표적인 방산제조업체인 H사 현장 사원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의 조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CSR 활동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검증
한 결과, 경제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여 CSR 활동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률적 책임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부분 채택되었다.

둘째, 기업의 CSR 활동과 조직신뢰 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윤리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은 통계적으로 유의
성을 보였으나. 경제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은 유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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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의 
CSR 활동이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 
형성에 기여하여 조직신뢰를 높이게 된다고 볼 수 있으
므로 기업의 CSR 활동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조직신뢰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
으로써 조직에 대한 신뢰가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사
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김윤식(2008)[37]과 이충
기 외[38]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조직 구성원들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본인의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라는 결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넷째, 기업의 CSR 활동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조
직신뢰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기
업의 CSR 활동의 세부요인인 경제적 책임(가설 1-1)은 
직무만족 간에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기업의 CSR 활동 중 자선적 책임은 직무만
족에 대한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
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완전 매개효과를 가져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방산제조기업의 CSR 활동이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
구는 기업의 CSR 활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방산제조업체인 H사의 현장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특수
조직인 군을 대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제품을 
만드는 조직의 특성이 일반 제조기업과 달리 경직된 조
직분위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큰 차별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또한 방산제조기업인 H사 1곳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진행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향후 다른 방산 관련 제조기업으
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한다면 좀 더 
진전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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