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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록)

조직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성과가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조

직에 불만이 생기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함께 우리

정부조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정권 교체와 함께 5년에 한 번씩

주기 으로 단행되는 정부조직 개편은 민간기업의 도산이나 인수합병에

비견될 정도로 조직에 기를 래하고,새로운 정권이 과거 정권이 추구

하던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은 료나 정부부처가 그동안 쌓아온 업무성과

를 평가받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이 어떠한 행동 안을 선택하는지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쇠퇴나 조직 불만 상황에 처한 개인의 행동

안 선택에 한 일반이론인 EVLN의 분석틀을 통해 정권의 교체로 인

한 조직 개편,정책 변화로 인해 공무원이 조직에 불만을 느 을 때 공무

원들이 이탈,발언,충성,태만과 같은 반응 에 어떤 선택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특히 그러한 행동 안의 선택에 있어 정치(가)와의

계에서 행정(가)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한 행 규

범이라 할 수 있는 정치 립성 원리(principleofpoliticalneutrality)가

체계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하여 이를 조 변수로 고려하 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에 불만족한 공무원들의 반응행동은 어

떠한지, 한 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불만족 반응행동은 그러한 정치 립 인식유형에 따라

어떻게 조 되는지와 같은 세 가지 의문에 해 답을 구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 다.먼 이론연

구는 선행연구에 한 탐색과 고찰로 이루어졌다.문헌연구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일반 반응 유형과 그에 향을 미치는 표 요인인 직무만

족/불만족에 해 살펴보았다.그리고 정치 립 개념의 다의성,이론

근거,선행연구에서의 주요 이슈 등에 해 고찰하 다.

실증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우선 Q방법론을 통해 료의

정치 립 개념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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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고,일반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불만족은 어떠한지,그것이 공무원의 반응행동

(EVLN)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그리고 정치 립 개념 인식유형에

따라 그러한 반응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먼 정치

립 개념에 한 직 앙부처 공무원의 주 인식을 Q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4가지의 유형이 분류되었다.여기서 제1유형은

‘자율- 문성 시형’,제2유형은 ‘충성 시형’,제3유형은 ‘비당 성 시

형’,제4유형은 ‘공정성 시형’이라 명명하 다.

제1유형은 공무원이 정권이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보다는

료의 자율성과 문성을 토 로 무엇이 공익이고 국민 체에 사하는 것

인지를 스스로 단하여 업무에 임하는 것을 정치 립으로 악하고

있다.제2유형은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의견과 계없이

정권이 추구하는 이념과 그것이 반 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실 하기

해 노력하는 것을 정치 립으로 보고 있다.제3유형은 공무원이 당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특히 선거에 개입하거나 타인의 투표행 에 향

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을 정치 립으로 악하고 있다.마지막

제4유형은 공무원이 정부의 업무와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공정성,공평성

을 유지하는 것,특히 다양한 고객과 이해 계 집단 사이에서 공평하고

객 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치 으로 립 인 공무원의 자세라고 본

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표본 집단에서 인식유형의 분포를 알아보았

다.그 결과 ‘자율- 문성 시형’26.4%,‘충성 시형’11.5%,‘비당 성

시형’18.3%,‘공평성 시형’43.8%로 인식유형이 특정 유형에 치우치

지 않고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해 정치 립 인식 유형이 실제 공

무원의 행태와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분석 결과 첫째,

변수 간에 유의한 상 계가 존재함을 실증하 다.상 계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업무불만족,보상불만족 모두 발언,충성과는 부(-)의

계를,이탈,태만과는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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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강도는 차이가 있었는데, 체로 업무불만족이 보상불만족에 비해

공무원의 반응행동과 상 으로 더 강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즉,업무불만족은 보상불만족에 비해 이탈,태만 반응과 더 강한 정

(+)의 계가 있는 것으로,그리고 충성 반응과는 더 강한 부(-)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종속변수인 불만족 반응행동의 경우 이탈은 같은

괴 차원인 태만과는 정(+)의 계에 있는 반면,건설 차원인 발언,

충성과의 부(-)의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직무불만족 변수가 공무원의 일반 반응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 다.구체 으로,업무불만족도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괴

차원의 이탈,태만 반응이 높고,창조 차원의 발언,충성 반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보상불만족도 역시 업무불만족과 유사한 결과를 보 으

나 다만 충성 반응에 해서는 퉁계 으로 유의미한 향이 발견되지 않

았다.한편 EVLN에 한 두 직무불만족 변수의 상 향력을 살펴본

결과,이탈과 태만 반응에는 업무불만족이 보상불만족보다 향력이 더

큰 것으로,발언 반응에는 보상불만족이 업무불만족보다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 유형(‘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에 따라 직무불만족 변수가 불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향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실증하 다.우선 PLS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각 집단별로 유의한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율- 문성 시형’은 업무불만족이 높을수록 이탈과 태만 반응

이 높아지고,발언과 충성 반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충

성 시형’은 업무불만족이 높을수록 이탈 반응이 높아지고,충성 반응이

낮아지며,보상불만족이 높을수록 발언 반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 응표본 t-검정(unpairedsamplest-test)을 통해 ‘자율- 문

성 시형’과 ‘충성 시형’등 두 집단간 경로계수의 차이에 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 다.그 결과 업무불만족과 발언 반응간 경로가 ‘자율-

문성 시형’집단과 ‘충성 시형’집단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 ·정책 시사 을 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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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첫째,정치 립 인식에 따라 공무원

의 EVLN 반응양식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을 확인하 다.이는 공무원

이 어떠한 공직 는 어떠한 공직윤리의식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동

일한 상황에서도 공무원들 간에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

다.특히 조사 결과 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 유형 ‘충성 시형’,특

히 그 에서도 5 이상의 ‘충성 시형’공무원은 업무나 직무 조건에

해 불만이 있더라도 조직에 유익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지속 으로 제

시하고,성실하게 근무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

한 성향의 공무원을 다수 확보하고 재 소에 배치하는 것은 정권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의 성패,나아가 정권의 성패에 결정 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그런데 정치 립에 한 인식과 같은 공직

은 개인의 생애 발달과 함께 형성되며 쉽게 바 지 않는 속성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신규인력의 채용과 내부 인력의 배치 환에 있어 개인의

공직 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용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하겠다.

둘째,표본 집단에서 네 가지 인식유형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 인식유

형의 분포가 특정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치 립이라는 하나의 구성 체계에 해 다양한 개념

이 수평 으로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정치 립의

개념에 해 여 히 하나의 합의된 개념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직무불만족 변수를 업무불만족과 보상불만족으로 구분하여

EVLN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두 불만족 변수가 EVLN에 미치는

상 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다.즉,이탈과 태만 반응에는 업

무불만족이 직장불만족보다 향력이 더 큰 것으로,발언 반응에는 직장

불만족이 업무불만족보다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태만 행동을 억제하기 해서는 직무

자체에 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더 유의하고,공무원으로 하여 조

직에 기여하는 제안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조장하기 해서는 승진기회를

늘리고,보수를 인상하는 등 직무 외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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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정책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Q 방법론을 통한 공무원의 정치 립인식 유형화 연구를

통해 첫째,정치 립의 개념에 한 학계에서의 다양한 이 실무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즉,학자들이 게는 3가

지로 많게는 8가지로 유형화하는 정치 립의 다양한 개념인식이 실제

정치 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그런

데 이는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정치 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그것

이 뜻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즉,곧 정부 내에서,그리

고 정부와 시민간의 계에서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왜

곡을 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근래 미권에서의 정치 립을 둘러 싼 논의는 료제가 지향

하는 계속성, 문성,효과성과 같은 가치를 민주주의의 심화와 함께 요청

되고 있는 정치 통제(politicalcontrol),반응성(responsiveness)과 같은

가치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이 맞추어져 왔다.그리고 우리나라

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의 이론 ,실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 그러한 이러한 서구의 고민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는 선거에서의 립과 같이 서구에서는 거의 논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아

직도 실무에서는 요한 심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우

리나라에서 정치 립 념이 과거 제1공화국 시 에 있었던 공무원의

부정선거 개입에 한 반성으로 도입된 역사 배경이 공무원의 인식에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우리 공직자들이 여 히 선거철만 되면 무

엇이 공직자의 한 역할인지에 해 고민해야 하는 실이 투 된 결

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주요어 :정치 립,EVLN,직무불만족,조 효과,PLS구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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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배경과 목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에 의한 여·야간 정

권교체가 일상화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정권 교체로 인해 정부조직의

개편은 물론 정부정책의 변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통치를 임받은 집권세력이 행정 료를 통제하여 국정

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는 것,그리고 행정 료가 그러한 통제에 순응하

며 열성 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은 의민주주의의 작동원리로서 반론

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그러나 실에서의 료가 항상 집권세력에 순응하며 열성 으로 행정

을 수행하는 것은 신화에 가깝다.그런 까닭에 료제에 한 정치 통

제(양재진,2003),행정 통령 략(이원근,1996)과 같이 료제를 어떻

게 하면 효과 으로 정치에 순응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한 논의가 행정

학의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략이 항상 성공

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일 이 A.Hirschman(1970)은 조직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성과가 감소

하는 경우 는 조직에 불만이 생겼을 때 조직구성원이 어떠한 행동 안

을 선택할지의 문제에 해 천착하 다.그는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조직구성원은 비용과 이익,기회와 제약을 고려하여 최선의 행동 안을

선택한다고 보았다.그러한 행동 안으로 그는 이탈(exit)과 발언(voice)

이 있다고 보고, 한 이러한 두 가지 행동 안 사이의 선택에 조직에

한 충성(loyalty)이 향을 미친다고 하 다.이후 충성도 별개의 행동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Farrell(1983)등에 의해 태만(neglect)이 추가되면

서 지 은 이 이론이 EVLN이라는 약칭으로,조직의 쇠퇴나 조직 불만

상황에 처한 개인의 행동 안 선택에 한 일반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애 에 민간기업이나 시장경제에 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론

을 만든 Hirschman의 생각과 달리 조직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성과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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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조직에 불만이 생기는 상황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함께 우리 정부조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정권 교체와

함께 5년에 한 번씩(때로는 그보다 더 빈번히)단행되는 정부조직 개편은

민간기업의 도산이나 인수합병에 비견될 정도로 조직에 기를 래하고,

새로운 정권이 과거 정권이 추구하던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은 료나 정

부부처가 그동안 쌓아온 업무성과를 평가받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공무원도 민간기업 종사자나 고객과 마찬

가지로 이탈,발언,충성,태만과 같은 반응 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는 더 나은 직장을 찾아

떠날 것이고, 어떤 이는 내부에 남아서 개선을 한 목소리를 낼 것이

다.

그 다면 왜 어떤 이는 떠나고,어떤 이는 남는 것일까?이러한 개인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기존연구들에서는 성,학력,소득

같은 사회구조변수나 직무만족,조직몰입,직무투자 같은 조직변수 등을

심으로 연구해 왔다(김서용·박원수,2005:75).

그러나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그런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

다.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요인의 하나로 정치 립(politicalneutrality)

에 주목하 다.19세기 서구사회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윤리 명제

로 등장한 공무원의 정치 립 원리(principleofpoliticalneutrality)는

응성(responsiveness)원리와 함께 민주주의국가의 정부 료제에

서 공무원의 행 를 규정짓는 가장 요한 두 가지 가치 하나로 인식

되고 있다.Peters(1996)는 공무원의 정치 립을 계층제와 규정, 속

성과 안정성,제도화된 공무원제,내부규제,평등과 함께 통 인 거버

스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핵심요소 하나로 보기도 하 으며(배귀희

외,2005:67재인용),Heclo(1977)는 정치 립이 “ 료 아이디어(civil

serviceidea)”의 근본 원리라고 언 하기도 하 다.

특히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해 범 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오늘

날의 료, 료제에게 있어 정치 립은 한편으로는 정치의 간섭으로



- 3 -

부터 공무원의 재량과 문성을 보호하여 행정이 권력의 도구로 락하지

않고 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서,다른 한편으로는 공

무원의 불필요한 정치 향력 행사와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장치로서

그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치 립에 주목한 것은 이와 같은 정치 립의 요

성 때문이기도 하지만,무엇보다도 정치 립성은 바로 정치(가)와의

계에서 행정(가)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정권의 교체로 인한 조직 개편,정책 변화로

인해 공무원이 조직에 불만을 느 을 때 그리고 그에 따라 이탈,반응,충

성,태만과 같은 반응행동을 선택하게 될 때 정치 립이라는 행 규범

은 그러한 행동 에서 특정의 행동 안의 선택을 조장하거나 제약하는

등의 일정한 향을 미칠 것으로 단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터 잡아 이 연구는 원래 ‘직무에 불만족한 공무원들의

반응행동이 정치 립 가치 의 정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연구

문제로 삼았다.구체 으로 ① 직무에 불만족한 공무원들의 반응행동은

어떠한가,② 그러한 반응행동은 정치 립 가치 에 의해 어떻게 조

되는가를 알아보는 두 가지 문제에 한 답을 구해보고자 하 다.

그런데 본 연구에 들어가기도 에 하나의 난 을 맞이하게 되었다.문

헌조사 결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치 립 개념에 해 지 않은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한편에서는 정치 립을 국민의 뜻이

반 된 집권정부의 통치철학과 정책의지를 충실히 반 해야 한다는 의미

로 이해하는 반면,다른 쪽에서는 정권이 아니라 공익을 실 하는 지식을

소유한 문가라는 의미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박천오,2011).이러한

혼란은 법규범에 한 해석에서도 나타났다. 컨 ,정치 립에 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 립성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는 조항에 해 일부 학자는 공무원들을

정치 향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권리로서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다

른 학자들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정치활동을 지하자는 취지를 강조하

고 있는 것이다(한견우,2011:윤견수 외,2012:2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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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정치 립이라는 가치를 실에서 구 해 나가야 할 공무원

들조차 자신의 주 과 경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그 의미를 부

여하고 있었다.더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치 립 가치를 실

에서 구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 개념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공직생

활에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었다.

그래서 한 가지 연구문제를 추가하게 되었다.‘정치 립 인식에 있어

공무원들 간에 차이가 있는가,그 다면 그것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

가’가 그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직무에 불만족한 공무원들의 반응행동은 어떠한가

둘째,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셋째,공무원의 불만족 반응행동은 정치 립 인식유형에 따라 조 되

는가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첫째,공무원

의 정치 립에 한 인식구조와 유형을 경험 으로 탐색해 으로써

그동안 주로 이론 ,제도 차원에서의 근에 머물러 있는 국·내외 정

치 립 연구에 있어 하나의 실증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기존 EVLN 연구에서 잘 다루어진 바가 없는 정치 립이라는

행 규범의 향(조 효과)에 해 살펴본 연구로서 그동안 EVLN에서

간과되어 왔던 비경제 요인의 효과성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

다.

셋째,이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EVLN연구에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는

정부 부처 공무원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는 에서 기존 EVLN연

구가 정부 부처 조직에서도 용될 수 있는지 그 보편성/특수성의 탐색한

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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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내용,연구방법,논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직무에 불만족한 공무원들의 반응행동은 어떠한지,공무

원의 정치 립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그리고 공무원의

불만족 반응행동은 그러한 정치 립 인식유형에 따라 어떻게 조 되는

지와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에 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 다.

이론연구는 선행연구에 한 탐색과 고찰로 이루어졌다.문헌연구를 통

해 조직구성원의 불만족 반응 유형과 그에 향을 미치는 표 요인인

직무만족에 해 살펴보았다.그리고 정치 립 개념의 다의성 문제를

고찰하 다.

실증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우선 Q방법론을 용하여

료의 정치 립 개념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개념인식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고,일반 설문조

사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 유형이 실제 공직에 어느 정도 분

포하는지,공무원의 직무 불만족은 어떠한지,그것이 공무원의 반응행동

(EVLN)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그리고 정치 립 개념 인식유형에

따라 그러한 반응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여

기서 인식유형과 공무원 행태와의 련성 분석을 해서 선행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직무만족(내재 직무만족,외재 직무만족)을 독립변수로,

공무원의 불만족 반응행동(EVLN)으로 종속변수를 구성하고,공무원의 정

치 립 인식이 이들 간의 계를 조 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조 변수로 선정하여 최종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Q-방법론은 문헌고찰과 심층면 을 통해 320여 개의 Q-모집단을 구성

한 후 44개의 Q-표본을 추출하여 이를 P-표본 상자(4개 부처 소속 24

명의 직 공직자)로 하여 분류 하여 정치 립 인식유형을 발견하

다.자료의 분석에는 PQMethodProgram을 사용하 다.

설문조사는 먼 앙 정부 부처, 원회 단순 무작 추출 방식으

로 5개 부처를 선정한 후 각 부처별로 정원에 비례하여 50~90명의 표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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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정하고 직 별 비례층화표출(stratifiedsampling)방식으로 표본추출

하여 최종 으로 322명의 표본을 확보하 다.통계 분석은 SPSS18.0을

사용하여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그리고 빈도분석,상 분석,

다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으며,SmartPLS3.0을 사용하여 확인 요인

분석,인과 계 분석 등을 실시하 다.아울러 조 효과 분석 결과에 한

보다 타당성 있는 해석을 해 · 직 공무원 4인(각 인식유형별로 2명

씩)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으며,그 결과를 활용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 ,그리고 연구방법

을 기술하 으며,제2장 이론 배경에서는 불만족 반응행동의 개념,직무

만족/불만족 등 불만족 반응행동의 향요인,정치 립의 개념과 한국

에서의 정치 립 제도화 등에 한 이론 논의와 련 선행연구를 고

찰하 다.제3장에서는 Q방법론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 유형

을 제시하 다.제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한 모형 가설설정 등에

한 연구설계를 제시하 다.제5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 로 정치

립 인식 유형의 분포를 탐색하고,조직 구성원의 일반 반응양식과 그

향요인 정치 립 인식 유형간의 계에 한 가설을 검증하 다.

마지막 제6장 결론에서는 요약과 시사 ,연구의 제한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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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논의

제1 정치 립1)

1.정치 립의 개념

1)정치 립의 사 정의와 어원

국어사 에 의하면 ‘립(中立)’의 의미는 “1)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

니하고 공정하게 처신함,2)국가 사이의 분쟁이나 쟁에 여하지 아니

하고 간 입장을 지킴”으로 되어 있다.그리고 ‘정치 (政治的)’의 의미는

“1)정치와 련된, 는 그런 것”,“2)정치의 수법으로 하는. 는 그런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2)그러므로 ‘정치 립’의 사 의미는 “정치

와 련해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처신함”정도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립성의 어 형용사 표 인 neutral을 살펴보면,이는 라틴어

neuter를 어원으로 하는데,이 단어는 ‘ne-("not,no"를 의미)’와 ‘uter

(“eitheroftwo”를 의미)’가 합쳐진 말로 ‘양쪽 모두 아닌(neitherof

two)’,‘동등한(equivalent)’을 의미한다.3)

이 게 사 과 어원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정치 립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첫째,정치 립은 서로 립하는 ‘편’을 제로 하고

있다는 이다.즉,권력,자원,명 , 통 등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떠

한 가치를 두고 립하는 둘 이상의 개인 는 집단의 존재를 제로,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거나 모든 편을 동등하게 우하는 것을 립이라 보

는 것이다.

둘째,정치 립은 태도와 행동의 문제라는 이다.즉,단순히 어떻

1)아래의 내용은 ‘최동훈(2012),한국공무원의 정치 립 개념 인식,주 성 연구

제24호’의 내용에 크게 의존하 다.

2)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http://stdweb2.korean.go.kr)

3)OnlineEtymologyDictionary(http://www.etym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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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국내외 주요 연구자의 정치 립 개념 정의

연구자 정치 립의 개념 정의

Levitan

(1942)

공무원은 여러 정당에 의해 추구되는 서로 갈등하는 정부(운

)철학에 해 불편부당(impartial)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

Finer

(1961)

어떠한 정당 출신의 장(chief)에게든 동일한 충성심을 가지고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Heclo

(1975)

정치 상 에게 사안에 한 최선의 독립 인 단을 제공하

고 력하는 것.그리고 그럼에도 다음 상 에 한 계속 인

사를 해 상 에 한 헌신을 제하는 것.

Kernaghan

(1986)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정치 으로 공정하게 수행하는 능력

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키는 것으로 비춰지는 활동들에 여

하지 않는 것.

게 인식하고 있는지( 는 인식해야 하는지),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 는 이해해야 하는지)의 차원이 아니라 립을 지켜야할 주체에게 소극

으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태도나 자세를 요구하고 극

으로 ‘공정하게 처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 본질인 것이다.다만

구체 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는 공정한 처신인지는 해서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는 태도와 행동

을 취해야 할 분야가 정치와 련된 분야라는 이다.즉,비정치 분야

에서까지 그러한 처신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다만 여기서도

‘무엇이,어디까지가 정치(혹은 비정치) 역인가’에 해 논의의 여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2)정치 립의 다양한 개념 인식

정치 립에 한 학자들의 정의는 무엇을 ‘정치 ’인 것으로 보고,

무엇을 립 인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개되어 왔다.국

내･외 주요 연구자의 정치 립에 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2-1>,<표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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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국내외 주요 연구자의 정치 립 개념 정의(계속)

연구자 정치 립의 개념 정의

Asmerom

&　 Reis

(1996)　

기술 인 임용 기 의 용

Pinto

(1996)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 행 나 편견을 개입시

키지 않는 것.그리고 공무원이 집권하고 있는 정당의 정치색

을 고려하지 않고 충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

Mulgan

(1998)

당 정치 는 특정 정당을 선호를 자제하는 것.나아가 다른

성향의 정부에 충성스런 사를 제공하는 능력.

Overeem

(2005)

행정가는,공무원이라는 문직업 지 의 에서는,정치

논쟁에 있어 어떠한 편에 서서도 안 된다는 것.

Svara

(2006)

가 정치 지 를 차지하든 개의치 않고 불편부당한 을

주장하고,정보를 제시하는 즉,권력에 해 진실을 말하는 것

(speakingtruthtopower).

한동섭

(1962)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

강신택

(1988)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원하거나 간섭하는 등의 정

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정치인이 정치 고려에 의해 공무원

인사를 하거나 보복인사를 하지 않는 것.

정일섭

(1991)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지 상 하지 않고,그의 정책을 충실하

게 집행하는 것.

최창희

(1991)

1차 으로는 행정의 비당 성과 공평성(공정성)을 기하기

해,그리고 2차 으로는 행정의 문직업주의에 부응하기

해 제시되었던 일종의 제도화된 합법성

박동서

(2000)

여야당이 정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경우 실 주의 용을 받

는 행정공무원은 지나친 당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정배

(2007)

공무원을 정당·압력단체 등 정치세력의 부당한 향과 간섭·

침해로부터 보호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

안주열

(2009)

( 의로는)어떠한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 의무 는 공직윤리로서 비당 성,공평

성, 립성을 수함을 의미.( 의로는)경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이익 립성,신조 세계 등에 있어서 양심 ,사

상 립성 상이한 정치노선과 상이한 정치노선의 지지자

에 한 정치 립성을 포 하는 의미.

이종수

(2009b)

공무원이 당 정치활동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의의 정치 립).직업공무원에게 정책과정에서의 문

단과 립 을 투입을 기 하는 것(정책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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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정치 립의 개념 요소

일반 요소 정당정치 요소

정치인

의

역할과

련된

요소

① 공공서비스는 /정치가의

통제에 복종

-공공서비스는 의회의 통제 상

이며,의회에 책임을 짐.

-공공서비스에 한 수상의

의회 책임성.

② 공공서비스는 정당의 정치

목 에 사용될 수 없음.

③ 공공서비스 역에서의 임용/승

진/임기는 정당정치의 향으로부

터 독립 .

공무원

의

역할과

련된

요소

④ 공공서비스 활동은 제한되어야

함.

-익명성 /공 의사표 의 제

한

-비 성 /정보제공의 공개

⑥ 공공서비스는 어떤 정부에게든

성실히 사해야하며,자신의

을 부여해서는 안 됨.

⑦ 공공서비스는 공공/이익집단과

의 계에서 공평하고,객 이

어야 함( 차 형평성)

⑤ 공공서비스 역의 정당정치활

동은 제한되어야 함.

⑧ (a) 정당정치와의 연

(affiliation)이 공공서비스에 향

을 미치면 안 됨.(b)정당정치와

공공서비스와의 연 는 정당정

치와 과의 연 이 공공서비스

에 향을 미치면 안 됨.

자료)Williams(1985:48)

Williams(1985)는 정치 립에 한 범 한 문헌조사를 통해 이 분

야의 학자들은 아래의 <표 2>와 같이 8가지 명제 하나로 정치 립

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Williams는 이를 2가지 차원으로 나 어 설

명하고 있는데,여기서 첫 번째 차원은 공무원의 본질 지향과 련된

것으로 이는 다시 general-partypolitical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았

다.그리고 다른 두 번째 차원은 련 행 자와 련된 것으로,Williams

는 이를 공무원과 정치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Williams의 분석은 정치 립에 한 논의가 비단 정당정치와 련된

역뿐 아니라 정권,일반 ,공공/이익집단과 계된 역도 논의의

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 정치 립을 해야 할 주체가 공무원만이

아니라 정치인도 포함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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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1981:8-10)은 정치 립 개념이 ‘충원상의 비정치화’,‘직업윤

리로서의 공평성 확보’,‘정치 활동의 최소화’와 같이 세 가지를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첫째,‘충원상의 비정치화’란 공무원의 충원과정에서부터 정치 인 간섭

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이는 공직에 한 정치인사의 배격을 의

미하는 것으로,실 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공직에 한 기회균등,선발상

의 공개경쟁시험, 문성 지속성의 확보를 한 신분보장을 잘 제도화

하고 있을 때 정치 립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직업윤리로서의 공평성’은 공무원이 1)공무원직은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행정의 목 을 해 이를 동등하게 사용할 권

리를 가지게 되는 도구 성격(instrumentalityofequaluse)과 2)공무원

은 개인의 정치 성향을 공직수행에 반 시켜서는 안 된다는 정치 무

심(indifference),업무에 한 충직성(loyalty)을 가장 요한 직업윤리

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정치 활동의 최소화’는 공무원 스스로 정치 활동에 여하지

않고,정치 경쟁으로부터 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이는 공무원이

정권의 교체에 의하여 신분의 동요를 받지 않으며,특정 정권을 지원

는 유지시키기 한 극 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여,국가를 분열시키

는 정쟁의 상이 되는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박천오(2011:26-28)도 정치 립이 다음과 같이 상호 연 된

여러 의미로 통용되고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하 는바,이는 안병만의 정

치 립의 개념 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더 포 이라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정책 결정에 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정당에 한 공헌과 무 하게 실 을 토 로 선발되고

리되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당 정치활동(partisanpoliticalactivities)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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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한다.

④ 공무원은 오랜 행정경험을 쌓은 문가로서 정치 고려를 떠난

독립 이고도 객 ･ 문직업 (professional) 단에 입각하여

정책과 행정 문제에 근해야 한다.

⑤ 공무원은 정권 혹은 집권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에 해 공개 으

로 비 할 수 없다.

⑥ 공무원은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의견과 무 하게 집권 정부의

정책실 에 충실해야 한다.

3)개념들 간의 계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 립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그런데 이들 개념 정의 에 일부는 의미상 서로

상충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의 안병만(1981)의 정치 립 개념

에서 ‘충원의 비정치화’와 ‘직업윤리로서의 공평성’간의 계가 그러하다.

‘충원의 비정치화’는 행정의 문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 을

달성하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행정부의 부패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

만).반면 ‘직업윤리로서의 공평성’은 공무원의 정치에 한 도구 성격

을 강조하고 있다.그런데 만약 어떤 공무원이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

신의 문성 가치에 배되는 상 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는 어떠한 행

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문성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정치 립의 취

지에 맞지 않고, 상 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정치 립에 반하

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Mathesonetal.(2007:66)도 이와 유사한 개념간 상충 계를 지 하

고 있다.즉,정치 립성은 행정이 정치 안에 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행정이 소한 정당 정치 문제에 비 응 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행정이 선거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어떠한 정부에 해서도 동등하

게 응 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모호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4)

4)West(2005:148-151)는 이러한 모호성의 근원에 해 탐색하고 있다.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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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오(2011:31)도 공무원이 정치 립 의무라는 동일한 표 아래,

한편으로는 집권정부에 해 ‘충성스런 행정’을 제공하도록 요구받는 동시

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에 한 나름의 문 ･독자 단에 의거하여

정책문제에 근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면서,이들 상충되는 두 립

의무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혹은 어느 한 의무를 상 으로 더 우선시

할 것인지의 문제는 공무원에게 실 이고도 심각한 도 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문제에 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 하고 있다.

한편 정일섭(1991:56-69)은 정치 립 개념들 사이의 목 -수단

계를 지 하고 있다.즉,실 주의(안병만의 정치 립 개념에서의 ‘충

원상의 비정치화’)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안병만의 정치 립 개념

에서의 ‘정치 활동의 최소화’)은 정치 립을 달성하기 한 수단이라

고 보고 그 수단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실 제

가 형식 으로 운 되고, 집권당이 당 목 으로 공무원을 정치(특

히,선거)에 동원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공무원의 정치 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는 정치 립이 지니고 있는 다

양한 측면 에서 연구자 자신이 보고자 하는 하나 는 둘의 측면에

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이처럼 정치 립의 개념을 좁게

악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고 연구자 자신이 일 성 있게 논의를

개하기 용이하다는 등의 이 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정치 립이 여

원래 립 능력(neutralcompetence)은 정치행정이원론에 근거한 정치와 행정

간의 역할 분리를 기본 가정으로 하여 도출된 개념으로 구체 으로는 ① 행정의

객 성과 효율성,② 행정 료의 유능성,정치 무 심을 그 내용으로 하 다고

한다.그런데 뉴딜 정책 이후 료제의 성장과 권한 임으로 이원론 가정을 유지

하기가 어렵게 되었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립 능력을 다른 원리로 체하지

못했고 신에 료제로 하여 그들의 결정에 향을 받는 이들에 한 응성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립 능력에 반 되어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Heclo(1975)가 립 능력을 "정치 지도자에게

력하고,이슈에 해 최선의 독립 인 단을 제공하는 것.그리고 후임 정치 지

도자를 해 그러한 일에 과도하게 말려들지 않은 것"으로 정의한 것이 이러한 경

향의 표 인 라고 한다.그는 이러한 새로운 립 능력 개념은 료제가 비

당 객 성과 정치 반응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비 실 인 제를 바

탕으로 하고 있다고 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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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의미로 통용되고 인식됨으로 인해 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고 이 분야의 논의를 진 시키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

다.

분석컨 ,이러한 정치 립의 다양한 개념정의는 결국 이것이 1)실

주의 인사제도,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법규와 같이 공

무원을 통제하는 법과 제도를 의미하는 것인가,아니면 공무원이 자발

으로 수해야 할 내면화된 윤리규범 성격도 지니고 있는가,2)만약

윤리규범 성격도 포함한다면 소극 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국한되는 개념인가,아니면 극 으로 어떠한 가치를 지키고 실 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인가,3)정치 립에서 ‘정치’의 범 가 어디까지인

가.선거나 정당정치와 련한 것에만 국한되는 개념인가,아니면 임명직

상 과의 계나 이해 계집단과의 계도 여기서의 정치에 포함되는 것

인가.그리고 4)정치 립의 용을 받는 당사자( 는 이를 지켜야 할

주체)가 경력직 공무원에 국한되는가,그 외의 선출직 공무원,정치인에게

까지 용되는 개념인가 등 다양한 쟁 에 해 연구자들 간 견해 차이에

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정치 립의 근거

1)이론 근거

정치 립이 어떠한 이론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해

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우선 가장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론 근거는 정치행정이원론(politics-administrationdichotomy)이다.정치

행정이원론은 정치권력의 당 목 을 한 료조직의 이용을 방지하

고,정치와 행정간의 기능 분리를 제로 정치는 정책형성에,행정은 정

책집행에 국한할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이러한 정치행정이원론은 특히

미국에서 엽 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해 나온 실 주의 인사제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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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배경으로 작용하 는데,이러한 실 주의가 목표로 했던 료기구상

은 바로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정당세력으로부터 립 인 료기

구 형성이었다(정일섭,1991:2-3).

그런데 이러한 정치행정이원론은 미국에서 1929년 공황 이후의 뉴딜

정책,2차 서계 등을 경험하며 행정의 정책형성기능이 강화되었고,그

에 따라 정치행정일원론이 등장하게 되면서 일원론으로 치되었다.그러

나 일원론이 등장하 어도 행정의 정치 립에 한 규범 요구는 함

께 폐기되지 않고 여 히 살아남게 되었다.즉,일원론이 등장하 어도 이

원론에서 경계하고 염려했던 집권당에 의한 료조직의 당 이용을 허

용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오히려 일원론은 이원론의 통 아래

공무원의 정치 립이 확보된 기 에 행정이 문성,기술성을 바탕

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정치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라 할 수 있

다.

한편 이러한 정치행정이원론-일원론 차원에서 정치 립의 이론

근거를 찾는 것이 미국의 역사 맥락과 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다른 차원에서 정치 립의 이론 근거를 찾는 흐름도 있다.이는 유

럽의 역사 맥락과 련이 되어 있는데,바로 ‘국가 립성’,‘립 국

가’ 념에서 행정의 정치 립 념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그것이다.

국가의 립성은 특수한 것과의 비동일화,즉,국가와 종교 는 경제이

데올로기,학교와 종 ,교회와 정치 조직들,노동조합과 종교 ,정치

과의 비동일화를 의미한다고 한다(Kuger,1951(지규철,2000:114재

인용)).즉,국가는 어떠한 집단,가치,이익과도 동일화되어서는 안 되며,

그와 련된 문제를 차별 없이 공정하게 취 해야 한다는 것인데,그러한

국가 립성의 하 역의 하나가 바로 특정의 정치 과의 비동일

시 즉,정치 립이라는 것이다.유럽에서 17세기로부터 19세기 사이에

상주의국가로부터 행정국가로 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료제 조직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제도 질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그에 따라

립 국가에 한 사와 책무의 사상에 기 하여 정치 립 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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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윤병태,1999:523).이러한 정치 립 념

은 민주화와 더불어 민주 과정이 정치과정에 심 한 향을 미치게 됨

에 따라 보복을 피하기 한 제라는 개념으로,20세기 반에는 모든

공무원을 정치로부터 격리시킨다는 정신 태도로 승화되었으며, 한 행

정국가화에 따른 기술 문가, 문지식 문직업주의의 필요에 따

라 립성 개념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윤병태,1999:523).

정리하자면 정치 립의 념이 미국에서는 정치행정이원론,기술지

향성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 다면,유럽에서는 ' 립 국가'에 한 사

와 책무의 사상,보복을 피하기 한 제 등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외에 M.Weber가 료제 이념형(idealtype)의 한 특성으로 제시한

몰인격성(impersonality)에서 정치 립 념이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

다(김해동,1988:70).즉, 료제의 몰인격성은 공무를 수행할 때 인정이

나 이익 계를 떠나서 객 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

미를 지니고 있는데,그것이 정치 립이 등장하게 되는 이론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5)

2)법 근거:한국에서의 정치 립 제도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에 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공무

원의 정치 립이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정성호,2009:675).당시 제

정된 공무원법에는 충원 상의 비정치성(구공무원법 제15조),업무 상의 공

정성(동법 제30조),정치활동의 제한(동법 제37조)등을 규정하 다.특히

정치활동의 제한에 해서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5)한편 법학 분야에서도 정치 립의 이론 근거에 해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그 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정치 자유의 제한)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

계가 있다.즉,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론 근거로 국민 체의

사자설,공공복지설,담당하는 직무의 내재 성질,정치 립성 유지설,계속

성과 안정성 확보설,특별권력 계설,공무에 한 신뢰성 보장설,공무원의 권익

보호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종원,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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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일을 한 집단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 다(안병

만,1981:18).6)

이러한 법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공화국 시 공무원 인사에 있

어서의 정실주의 공무원의 여당에 한 편 지원,3·15부정선거로

표되는 권선거 등 공무원의 정치 립에 한 심각한 침해 사태가 발

생하 다(정성호,2009:675).이에 4·19 명 이후 등장한 제2공화국의 제

3차 개정 헌법에서는 헌법(제27조 제2항)자체에 ”공무원의 정치 립

성과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정치

립을 명시하게 되었다(김해동,1988:73).그 후 공무원의 정치

립에 한 헌법규정은 수차례의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 제9차 개정

헌법까지 지속 으로 명문화되어 오고 있다.

[헌법 제7조]① 공무원은 국민 체에 한 사자이며,국민에 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정치 립에 한 헌법상의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

원법,공직선거법 등의 법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여기서는 이들

법규범을 앞에서 소개한 박천오의 정치 립 개념에 한 논의를 기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실 을 토 로 한 선발과 리

‘실 을 토 로 선발되고 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정치 립은 다

양한 명시 규정을 통해 이를 실 하고 있다.우선 헌법(제25조)과 국가

공무원법(제28조,제35조)에 공개경쟁시험,공직임용에서의 기회 균등을

규정함으로써 실 주의 인사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6)다만 당시 법규에서는 정치 립이라는 용어를 직 사용하지는 않았다(김해동,

19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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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5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

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5조(평등의 원칙)]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 국가공무원법(제26조,제32조의 5,제40조,제50조,제51조)에 임용,

승진 등의 모든 인사활동이 개인의 능력,자격,성 과 같은 실 을 기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엽 는 정실주의 요소의 인사 리

에 한 향을 하고 있다.더 나아가 공무원의 시험 는 임용을 방해

하거나,인사에 한 부정행 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임용의 원칙)]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 ․근무성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 리의 원칙)]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

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 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 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 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공분야·훈련·근무경력·

문성· 성 등을 고려하여 격한 직 에 임용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승진)]① 승진임용은 근무성 평정·경력평정,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교육훈련)]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련된 학식·기술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하여 법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교육훈련 실 은 인사 리에 반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근무성 의 평정)]① 각 기 의 장은 정기 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 을 객 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

리에 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 평정 결과 근무성 이 우수한 자에 하여는

상여 을 지 하거나 특별승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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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권 정부 정책의 충실한 실

‘집권 정부의 정책실 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의 정치 립의 의무

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하여 법 윤리규범화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

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당 정치활동의 지

‘당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의 정치 립 의무 한

매우 범 한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군사쿠데타 이후 박정

희 정부 기인 1963년에 새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속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상세히 규정된 것이 지 까지 내

려오고 있다.그 후 정치활동 제한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통령

령),공직선거법 등 각종 명령과 법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정성호,

2009:679).한편 2004년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운 등에 한법률이 제정

되면서 공무원의 노조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노조의 정치활동만큼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엄격히 지되고 있다.

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을 엄격히 지하고 있으며,제66조에서는 노동운동과

같은 집단행 를 지하고 있으며,제84조에서는 이러한 정치운동을 하거

나,집단행 를 하 을 때 단순히 징계를 받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지)]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

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는 특정인을 지지 는 반 하기

한 다음의 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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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기부 을 모집 는 모집하게 하거나,공공자 을 이용 는 이용하

게 하는 것

5.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배되는 행 를 하도록

요구하거나,정치 행 에 한 보상 는 보복으로서 이익 는 불이

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벌칙)]제44조·제45조·제65조 는 제66조를 반

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제85조,제86조)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립 의무,선

거운동 지,지 를 이용한 선거 운동 지,선거에 향을 미치는 행

의 지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립의무 등)]① 공무원 기타 정치

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한 부당한

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향을 미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② 검사(군검찰 을 포함한다) 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 군

사법경찰 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한 행 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지 를 이용한 선거운동 지)]① 공무원은 그 지

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

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 등의 임직원

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 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향을 미치는 행 지)]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 ·비서 ·비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다)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소속직원 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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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의 업 을 홍보하는 행

2.지 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여하는 행

3.정당 는 후보자에 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

표하는 행

4.삭제 <2010.1.25>

5.선거기간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

6.선거기간 정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

7.선거기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련된 기 이나 시설을 방문하

는 행

(4)기타

한편 ‘정책 결정 여 지’,‘객 문직업 단’,‘정부 정책의 공

개 비 지’등 나머지 세 가지 의미의 정치 립은 명시 으로 법

규범에 반 되어 있지 않은 바 이는 비공식 성격의 규범으로서 그 수

여부는 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선행연구에서의 주요 이슈

여기에서는 정치 립과 련한 기존 연구문헌들을 체계 으로 탐색

하여 주요 이슈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 다.이를 해 정치 립과

련한 국내외의 주요 학술논문,학술 서 등을 탐색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학술논문의 검색에는 RISS, SCOPUS,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s/EBSCO,GoogleScholar등 국내외 주요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으며,정치 립과의 ‘련성’여부는 사용하는 용어(political

neutrality,bureaucraticneutrality,neutralcompetence,politicization등)

는 달라도 공무원의 정치 립 문제를 연구주제로 삼고 있거나,핵심

연구주제는 아닐지라도 논의의 제로써 는 분석결과의 해석에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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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문제를 자세히 고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 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1)정치 립의 실은 어떠하고, 그 필요성

은 여 히 존재하는가,2)정치 립 내용 하나인 ‘자신의 정치 철

학이나 이념을 배제하고 집권 정부 정책의 충실한 실 ’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3) 정치 립의 의미 ‘정치 응 의무’와 ‘문직업 근

의무’가 서로 조화 가능한가,4)정치 립성 특히,당 정치활동의

허용 범 가 어디까지인가 등의 주요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심으로 주요 연구들을 정리하여 제시하

고자 한다.

1)정치 립의 필요성과 실

(1)정치 립의 필요성

정치 립성은 여 히 필요한 가치인지에 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

펴보았다.먼 정치 립이 필요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① 정부운 의

안정성 보장,② 정치가(특히,경험이 부족한 정치가)에게 국정운 에

한 신뢰성 있고 문 지원,③ 시민들에게 일 성 있고,공평하며 유능

한 서비스 제공,④ 유능한 이를 공직에 임용함으로써 국정의 신뢰성,계

속성, 문성을 보장,⑤ 자격 있는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고,정치가와

으로부터의 비난으로부터 보호(이상 Caiden(1996:27)),⑥ 정실주의

아래에서 정권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량의 인사이동에 따른 산 낭

비와 비능률의 방지,⑦ 공무원의 정치 개입 차단을 통해 정치체제의 균

형발 에 기여(이상 김선주(2002:12-13))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연구자들이 이러한 정치 립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

은 아니다.Williams(1985:47-56)는 문헌연구를 통해 정치 립성의 필

요성과 실 가능성에 한 기존 학자들의 태도를 통 (traditionalist),

모호 (equivocator),실용 (pragmatist)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 다.여

기서 통 (traditionalist)는 공공서비스의 립성을 바람직하고 실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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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악하는 입장을 말한다.그들은 정치 립의 개념에 해 학자

들 사이에 이견(공무원의 정당정치 여 지를 말하는 것인지,정책에

공무원 개인의 선호를 반 하는 것을 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정

치인의 엽 제 활용 지를 말하는 것인지)이 존재하며, 한 그 구체

인 실행에 있어 딜 마나 일부 흠결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립성

의 유지에 결정 인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모호 (equivocator)

는 정치 립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그 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다.그들은 통 의 주장이 실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가 있

지 않고,그러므로 정치 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실 으로 료가 권한을 정치 목 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 료에 한 정치가의 정실인사나 정치 개입 한 존

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실용 (pragmatist)는 립성의 바람직성과 실

가능성에 해 회의 인 입장이다.그들은 료들이 권력을 보유하고,

정치에도 개입하고 있는 것이 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립은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여 료와 정치인이 재 리고 있는 권력과 지 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신화(myth)에 불과하다고 비 한다.

이들은 앞에서 소개한 Williams(1985)의 정치 립의 개념을 구성하

는 각각의 명제들에 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제시하

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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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의 요소 traditionalistview equivocatorview pragmatistview

① 공공서비스(PS)는 /정치가의 통제에 복종
-공공서비스는 의회의 통제 상이며,의회에 책임
을 짐.
-공공서비스에 한 수상의 의회 책임성.

한 정치 통제는 존재해야
하고 존재하고 있다.
장 책임성은 일부 문제가 있지
만 여 히 요한 원칙이다.

정치 통제에 공백(gap)이 존재
한다.
책임성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존
속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

정치 통제에 요하고 근본
인 공백이 존재한다.
장 의 책임성은 거의 사문화되
었다.

② 공공서비스는 정당의 정치 목 에 사용될 수
없음.

정당의 조종은 립성의 역사
진화 과정에서의 한 단면일 뿐
지 은 이슈가 되지 못한다.

아직도 일부에서 정당의 정치
개입이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다.

정당의 공공서비스(PS) 이용은
존재하며,존재해야 한다.

③ 공공서비스 역에서의 임용/승진/임기는 정당정
치의 향으로부터 독립 .

독립성은 바람직하고,PSB의 설
립으로 인해 잘 보장되고 있다.

정치 향이 일부 존재하지만
심각한 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
다.

부분 으로 정치 향은 존재
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람직하다.

④ 공공서비스 활동은 제한되어야 함.
-익명성 /공 의사표 의 제한
-비 성 /정보제공의 공개

장 책임성과 의회의 료제 통
제 원리에 부합한다.

일부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국민들에 한 책임성
을 높일 수 있다.그러나 활동 제
한 자체는 여 히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권력을 제한하기
해 규정의 폭 인 수정이 필요
하다.

⑤ 공공서비스 역의 정당정치활동은 제한되어야
함.

재 허용되고 있는 수 의 정치
활동이 고 직에게는 향을 미
치지 않고 있다.

정치활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
으나 심각하지는 않다.

공공서비스의 정당정치활동은
립성에 있어 근본 인 문제가 되
고 있다.

⑥ 공공서비스는 어떤 정부에게든 성실히 사해야
하며,자신의 을 부여해서는 안 됨.

이것이 립성의 핵심이다.
바람직한 이상이지만 개념에 긴
장 계가 존재하고 실에서도
공백이 존재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⑦ 공공서비스는 공공/이익집단과의 계에서 공평
하고,객 이어야 함( 차 형평성)

다른 립성 요소의 논리 연장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차 형평성은 지향 이 되어
야 하지만 항상 달성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공서비스는 시민과의 계에서
그리고 필요한 개 을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⑧ (a)정당정치와의 연고 계(affiliation)가 공공서
비스에 향을 미치면 안 됨.(b)정당정치와 공공서
비스와의 연고 계 는 정당정치와 과의 연고
계가 공공서비스에 향을 미치면 안됨.

연고 계의 향은 최소화되어
야 한다.그러나 공공서비스 업무
실행 과정에서 통제될 수 있다.

정치 자유는 바람직하지만 공
공서비스에 몇 가지 딜 마를 주
고 있다.

정치 연고 계가 공공서비스
업무 과정에 향을 주고 있다는
이 인식되어야 한다.

자료)Williams(1985:50-51)

<표2-4>정치 립성에 한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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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치 립의 구 여부

여러 선진국에서 정치 립성이 제 로 실 되고,잘 유지되고 있는

지에 한 연구자들의 평가연구가 결과를 살펴보았다.각 국가별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Kernaghan(1976), d'Aquino(1983)의 연구가 있다.

Kernaghan(1976)은 캐나다 연방 정부 료제에서 통 정치 립 원

리가 실제로 어떻게 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 다.우선 그는 의원내각

제 정부에서의 통 정치 립 원리의 내용으로 ① 정치와 정책의 행

정으로부터의 분리,② 실 제에 기반한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③ 당

정치활동의 지,④ 정부 정책과 행정에 한 공 의사표 지 ⑤ 정

무직 상 에게 솔직하고 객 인 조언 제공.장 은 공무원의 익명성을

보장.⑥ 정 의 철학이나 개인의 의견에 한 고려 없이 결정된 정책을

충성을 다해 열정 으로 집행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 다.이러한 여섯

가지 내용을 기 으로 캐나다 연방 료제에서 정치 립의 실 여부

를 검토한 결과 재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는 통 인 정치 립 원리

가 제 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 다.즉,공무원이 때로는

불가피하게 정책의 개발과 집행 과정에 여하거나, 때로는 자발 으로

정당 정치 역에 극 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quino(1983)도 캐나다 정부 료제에서 정치 립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 다. 그는 에서 설명한

Kernaghan(1976)의 정치 립 원리의 6가지 내용을 기 으로 캐나다

정부 료제의 정치 립의 실을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① 정책과정

에서 료의 극 역할 요구,② 정치 임용의 만연,③ 료의 정당정

치활동 허용,④ 료의 의사표 자유 확 ,⑤ 익명성 보호의 약화,⑥

임기 보장의 약화 등 정치 립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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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나 그는 일부 개선은 필요할지라도 정치 립 원리는 계속 유

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그 이유로 첫째, 문성이 낮은 정치인을 보

좌하는 경력직 공무원의 경험과 재능이 여 히 필요하고,둘째,고 직 충

원을 정치 임용을 통해서만 할 경우 공직에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지 않

을 것이라고 을 제시하고 있다.

② 국

국의 경우 Shepherd(1987),최 출(2000),Page(2010)등이 정치

립의 실에 해 살펴보았다.Shepherd(1987)는 국 료제에서 정치

립성 시 가 끝나가고 있다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의 타당

성을 다양한 측면에 한 검토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그는 우선 국

료제에서의 정치 립은 당 립성(partisanneutrality)을 의미한다

고 하면서,그 구체 내용은 재 정치 지도자의 충성스럽고 효율 인

공복, 정권의 목 과 이익의 증진이라고 보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당

립성을 유지하기 해 국 료제는 자율 리 료제

(self-managingcareerservice)와 객 성(objectivity)이라는 두 가지 특성

을 발 시켜 왔다고 주장하 다.그러면서 비록 이러한 국 료제의

통이 최근 들어 익명성 보장의 약화,정당정치의 양극화 심화,총리와 장

의 공직 인사 개입 등의 외부 압력으로 인해 타격을 받기는 하 지만

그러한 상들이 공무원의 립성을 해시켰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단하 다. 신 그는 이 게 겉으로 드러난 정치화가 아니라 공직 내부에

서 객 성이 침식당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립성에 가장 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객 성(objectivity)은 장 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보와 경험을 충실히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최근 국 총리가 고

공직자 임명에 있어 '일이 되도록 하는 단호함과 능력'을 갖추고 '할 수

있다(cando)'는 마인드를 지닌 인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이러한 객 성을

해하고 있다는 것이다.즉,이러한 성향을 지닌 고 공직자는 총리의

의 을 실 하는 것을 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에 한 분석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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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선택)추천을 시하는 통 근 방식과 충

돌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나아가 Shepherd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 장 책임성,고 경력직 임용,소원심사제도와 같은 분야에서의

개 안을 제안하고 있다.

최 출(2000)은 정치 립의 반의어라 할 수 있는 정치화

(politicization),특히 국 료제의 정치화에 해 그 양상과 특징에

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구체 으로 그는 정치화(politicization)를 "공무

원의 임명에 있어서 실 이 아닌 정치 임용 이로 인하여 스스로든

타의에 의해서든 정책결정에의 여를 통한 정치 립성 반"으로 정

의한 후,Peters(1988)의 연구분석틀을 용하여 국의 정치화 양상과 수

을 사람(people),구조(structure),행태(behavior),권력(power)차원에서

분석하 다.그러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그는 첫째,공무원들의 구성

면에서 국의 료제는 공무원이 정치화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왜냐하면 공무원 인사권이 각 부처 책임운 기 에 이양되어 있

어 인사권을 가진 기 의 장에게 공무원들이 정치 으로 종속화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 한 정치 임명직이 각 조직의 핵심 부서에 근무하

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업공무원들이 정치화하

도록 향을 수 있다는 이유도 제시하고 있다.둘째,정책결정구조 면

에서 국 료제에는 공무원들이 공식·비공식 으로 정치 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하고 있다.그 근거로 입법안 작성단계에 실

무 인 조정을 해 열리는 부처 원회가 100%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

는 , 요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공식기 인 내각 원회가 고 공무원들

로만 구성된 officialcommittee의 자문을 받게 하고 있는 ,내각 원회

에서 고 공무원들이 수상과 비공식 이 례화되어 있는 등을

제시하고 있다.셋째,공무원의 행태 면에서 통 으로 국 료제는 공

평성,정치 립성,익명성 등의 행태상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정치 립성과 공평성을 반하는 사

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아울러 근래의 신공공 리

행정개 에서 고 공무원들에게 변화 집행자(agentofchange)로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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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강조하는 이 정부조직에 동조 인 사람들을 공직에 흡수하도록 하

고 있다고 보고 있다.넷째,권력 면에서 당시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정치

임명직의 권한이 강해지고 반 로 직업공무원들의 권한이 약해지는 경

향이 나타났는바 이로 인해 고 공무원들이 정치 립을 포기하고 주요

자료를 외부에 출하거나,조기 퇴직하는 등 직업공무원제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Page(2010)는 지난 4반세기 동안 국 료제를 표 하는 화이트홀 모

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그러한 변화가 이 모형의 근본 인 성격을

변화시켰는지에 해 살펴보았다.구체 으로 그는 화이트홀 모형이 정치

립성,일반가주의,평생 경력 경로(신분보장),강력한 정책조언 역할

등 네 가지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 네 가지 특징들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고 있다.그는 여기서 정치 립은 실 주의 인

사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그러한 실 주의 인사제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지난 25년간 학교육의 팽창,정책조언자

와 싱크탱크의 성장,의회조사의 패턴 발 등 whitehall모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정치,사회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립(실 주의 인사)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그 근거로

① 직 인 정치화(politicization)의 징표인 당 세력(partisan)의 고 직

임용,특별자문역의 정치 임용 등이 제도화된 정도로 자주 일어나지 않

고 간간히 발생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특별자문역의 경우 그 수와 권력

이 축소되고 있다는 ,② 덜 직 인 정치화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정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은 어느 선에서는 합법 이

며,화이트홀 모형과 부합하기도 한다는 등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나

머지 3개의 특징들 에서 일반가주의,평생경력직(신분보장)은 여 히 지

켜지고 있으나,다만 정책조언자(정치권력 보유자)로서의 료의 역할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즉,장 과의 계에서 국 료제

의 역할이 정책 조언자에서 리자 역할로 변화하고 있는데, 료제는 그

러한 감소된 정책 조언자의 역할 만큼 리자로서의 상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그 근거로 ① 리자 역할에는 정책개발(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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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역할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료들은 이 부분에

해 손을 놓고 있는 ,그리고 ② 고 료가 부처간,지역간 분쟁과 갈

등을 해결하기 해 정책개발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러한 분

쟁과 갈등과 생각보다 많지 않고,그러한 재자로서의 역할이 제한 이

기도 하다는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Maranto & Skelley(1992), Rourke(1992),

Watson(1997)의 연구 등이 있다.우선 Maranto& Skelley(1992)는 미국

료제에서 정치 립 원리가 여 히 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구체 으로 연구자들은 Heclo(1977;

81-83)의 정치 립 개념(공무원의 립성 원리는 경력직 공무원이 자

신의 정무직 장(長)의 로그램에 복종하여 이를 따라야 하지만,내부 으

로는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통령과 정무직 장의 결정에

반 의사를 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원리)을 좇아 정치 립(엄 히

말해서는 립성(neutrality))개념을 조작화하여 이를 미국의 고 직 공무

원(고 공무원단,GM-15등 )1,045명과 242명의 정치 임명직(political

appointee)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

과 공직자들은 여 히 정치 립 원칙을 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록 고 직 공무원이 정치 임명직보다 립성 원

칙에 한 지지도가 상 으로 낮기는 했지만 지지도 자체는 높은 편이

었고,이는 조사 상이 된 모든 정부부처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

이었다.그리고 고 직 공무원들 에서는 고 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그보다 아래인 GM-15등 의 공무원보다 립성 가치에 해 더 높은 지

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ourke(1992)는 근래에 통령과 의회가 미국 료제의 립성

(neutrality)과 정책과정에서의 료의 능력(competence)에 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내용과 배경에 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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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의 료제에 한 불신은 특히 오랜 기간 야당으로 있다가 다시 집

권한 경우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불신의 이유는 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한다.공화당은 료제가 민주당의 숨은 지지자라는 의심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불신하는 반면 민주당은 료제가 어떤 정권이냐에 상

없이 자기 스스로 정한 의제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료제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한편 의회의 료제 불신은 료들이 행정부 소

속으로, 통령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통령의 선호에 맞게 조작된 정

보와 제안만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이러한 까닭으

로 백악 과 의회는 료사회에 더 많은 정치 반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이러한 반응성에 한 요구는 그동안 료제가 축 한 문성을

훼손해 정치인의 효과 인 정책 문제 처를 어렵게 함으로써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Watson(1997)은 상 으로 심이 부족했던 지방정부 공무원의 정치

성향에 해 실증분석을 시도하 다.미국 Alabama주 지방정부 공무

원들을 상으로 그들은 어떤 정치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그들이 생각

하는 정치 행 의 범 와 본질은 무엇인지,그들의 정치 태도와 행태가

업무에 향을 미치는지,정치인이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하는지 등을 설

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 이라고 하 고, 응답자의 1/3은 정치 활동(선거운동 참

여,정치 행사 참석,선거에 기부 등)에 능동 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

다.그들은 자신의 개인 정치 이 업무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미치지 않는다 43.7%, 미치지 않는다 42.5%),반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도 열성을 다해 수행하느냐는 문항에는 35.3%만이 동

의하 다.그리고 응답자의 70.2%는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일상 업무

수행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하 으며,지역의 정치 상

황이 업무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55.8%)가

그 지 않은 응답자(43.0%)보다 많았다.Watson은 이러한 연구결과는

료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이며,자유민주 (liberal)정책을 선호하고,정

책을 집행할 때 선출된 공직자의 명령과 상 없이 자신의 이념 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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좇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기존의 념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④ 호주,홍콩

호주의 경우 Williams(1985), Mulgan(1998) 등의 연구가 있다.

Williams(1985)는 실제로 정부 료제 립성 여부를 단할 때는 ①

료의 정치 개입 여부,② 료의 개인 (성향의) 향,③ 료에 한 외

향 등 세 가지 기 을 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는 이 기 에 따

라 단해 볼 때 호주 정부 료제는 통 의 립성과 거리가 멀

다고 평가하 다.나아가 그는 공무원에게 립 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을 오도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정부 체제의 요한 원리들을 약화

시키거나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Mulgan(1998)은 호주 공공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 직 공무원 정

치화(정치 임용)의 장 과 단 을 평가하고 있다.우선 정치화의 의미와

유형에 해 논의하고 있는데,그는 행정의 정치화(politicized public

service)는 단순히 당 성에 근거해 고 공직자를 임명/해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특정한 선호에 부합하기 한 목 으로 공

무원의 정치 립과 문성을 타 하는 방식으로 공직자를 임명/해고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정치화의 구체 인 유형으

로 ① 당 성이 명확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당 정치화),② 어떠한 정

책에 해 명확히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정책

련 정치화),③ 정권 교체와 함께 단지 새 정부의 권 를 세우기 해

능력과 충성에 큰 문제가 없는 기존 공직자를 다른 인물로 교체하는 것

( 리 정치화)등이 있다고 하 다.그는 호주 공공행정이 여 히 문

성을 시하는 웨스트민스터 모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지만,

1970년 이후 정치화가 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한 정치화

는 공무원의 정치 책임성(political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한 움

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그러나 그러한 정치화로 인해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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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솔직하고 용기있는 조언(frankandfearlessadvice)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인의 권력 남용에 한 견제와 균형의 이 과 사라지고 있고,

문화된 료제가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집행상의 효율성과 효과성 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 다.

마지막으로 홍콩의 경우 Cheung(2009)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그

는 Kernaghan의 정치 립 논의를 바탕으로 홍콩에서의 공무원의 정치

립의 과거와 실을 평가하고 있다.Kernaghan은 정치 립을 '

공무원은 자신의 정치 불편부당성(impartiality) 는 행정의 정치 불

편부당성에 반하거나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행 를 회피해야 한다'는

헌법 통으로 보았다.그리고 실 주의 인사제도,공무원 신분 보장,

익명성 보장,정치가와 행정가의 분업 등이 이러한 정치 립성을 보장

하기 한 제도 장치들이라고 보았다.Cheung은 이러한 Kernaghan의

논의를 기 으로 보았을 때 국 식민지 시 홍콩 행정은 비록 정책 사

무국의 고 경력직 공무원으로 하여 정책의 입안과 형성을 담당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실 주의 임용과 승진,정부에 한 편견 없는 조

언 제공의 통 등 정치 립의 핵심 요소는 비교 잘 유지되었다고

보았다.그런데 1990년 의회 등장 이후 공무원에게 더 큰 정치 책임

성을 요구하게 되면서 공무원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이 문제가 되기 시

작하 다. 이에 2002년 주요공직자 책임제도(Principal Officials

AccountabilitySystem)를 도입하여 정책결정 권한을 정치 임명직이 맡

도록 함으로써 정치 립성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기가 마련되었으

나 경력직 공무원이 여 히 정책결정 과정에 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공무원으로 하여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한 공개 활동을 요구

하고 있는 등 립성을 강화하기 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여 히 요청

된다고 주장하 다.

지 까지 살펴 본 이 분야 해외 연구의 특징으로는 첫째,정치 립

성이 구 되고 있는지 그 지 않은지에 해 연구자별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나 그것이 국가와 시기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둘째,연구방법에 있어 정량 평가보다 정성 평가에 의존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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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는 ,셋째,정치 립성을 무엇인가에 해 합의된 정의 없이

각 연구자 스스로의 개념정의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는 등을 제

시할 수 있을 것 같다.

(3)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입장을 앞에서 제시한 William의 정치 립에

한 세 가지 에 입해 볼 경우, 다수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정치

립의 필요성과 실 가능성에 정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즉,우리나라의 다수 연구자들은 ‘정치 립은 세계 으로 그

필요성이 많이 퇴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립이 여 히

수되고 있지 못하므로 여 히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그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정치 립을 확보하기 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지

만, 실 으로는 여 히 정치 립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곽상은,1975;안병만,1981;김해동,1988;정일섭,

1991;윤병태,1999).

그런데 정치 립이 정착되지 못하 다고 하면서 연구자들이 제시하

는 논거는 시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즉,1990년 이 까

지는 집권세력에 의한 공무원의 선거 동원이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주

로 공직선거와 련된 공무원의 정치 립성 반을 립성 미확립을

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최근에는 정책과정에서 정치에 의해

행정의 합리성,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그 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컨 이종수(2009)는 1990년 반 이후 권선거가 거의

사라지는 등 이제 당 립성은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보는 반면,

정책 립성의 경우 제3-제5공화국의 권 주의 체제에서는 상당한 자

율성을 지니고 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료의 자율성과 활동 역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같은 맥락에서

오성호(2011)도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경이 빈발

하여 정부에 한 국민 불신과 불복종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① 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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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로서의 자율 단과 재량권,② 정권의 요구에 한 충실한 정치

응성 등 정치 립이 지니는 상반된 두 가지 의미 에서 문직

업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을 상

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객 으로 정치 립의 필요

성과 실 여부를 탐색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살펴보자면 먼 김종

원(1987)은 공무원의 정치 립을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

로 이해하고,공무원의 정치개입 상에 해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 다.

국의 20세 이상 성인 93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연구

결과 한국의 일반시민들은 한국의 직업공무원들이 행정환경의 강력한

향 아래 정치에 조직 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 고,특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도구화가 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상이 두드러

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우리나라의 통문화와

가치 , 습들이 직업공무원의 정치개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런데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개입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일반국민들은 이 문제에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 심한 태

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일섭(1991)은 우리나라의 10개 앙부처와 5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49명을 상으로 정치 립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공무원의 정치 립에 한 실태를 분석하 다.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응답자의 95.52%( 필요 61.49%, 체로 필요 34.03%)가 정치

립이 필요성에 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공직사회에

서 이러한 정치 립이 보장되는 정도에 해서는 체의 65.89%가 부

정 (아주 낮다 19.7%,낮다 46.19)으로 응답한 반면, 정 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체의 34.11%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집권당의 당

목 을 해 료조직이 이용당한 경험에 해서는 응답자의

91.18%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특히 선거와 련해 당

목 의 산집행을 한 경험에 해서는 체 응답자의 61.8%가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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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이 있다(있었다 30.15%,많았다 26.87%,아주 많았다 4.78%)고 응

답하 다.한편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정치 립을 어떠한 개념으

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해서도 조사를 하 는데,조사결과 체 응답자

의 54.71%는 ‘행정에 한 정치의 부당한 개입을 물리치고 자율성과 독립

성을 확보하는 것’으로,16.47%는 ‘정치 으로 부당한 압력이 있더라도 이

를 극복하고 극 으로 국민에게 사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16.17%

는 ‘집권당에 무 한 정책의 충실한 집행하는 것’으로,12.06%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집행 업무에 념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이 당시에도 정치

립의 개념에 한 공무원들의 인식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

다.

백운권(1998)은 역시 5개 자치구와 85개 동에 근무하는 지방공

무원 188명을 상으로 공무원의 정치개입 상과 련한 인식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주요 설문결과를 살펴보면,우선 정치

립에 한 제도 보장에 해서는 정 으로 인식하는 공무원이 다수

(59.6%)인 반면,공무원의 신분보장 법 규정 정도에 해서는 미흡하다는

인식(52.1%)이 그 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리고

공무원의 인사 리에 외부의 정치 간섭이 존재하는지에 해서는 그

지 않다고 응답한 공무원의 비율(72.3%)이 높게 나타났다.공무원이 정치

에 개입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에 해서는 그 지 않다고 답

변한 응답자가 많았으나(46.3%),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32.5%로

지 않았다.그리고 공무원의 정치 립을 확보하기 한 제조건으

로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87.3%),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92.0%),공무

원 충원과정의 비정치성(88.8%)에 해서는 다수가 찬성 의견을 표시하

다.

박천오 외(2001)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원회 공

무원들의 근무 실태에 해 조사하고 있는데 그 연구의 한 부분으로 원

회 공무원의 정치 립성에 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국회 원회 공

무원 113명과 의원보좌진 87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한 원회 공무원 다수(78.8%)는 자신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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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립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상으로 추가 으로 실시한 면담조사에서는 원회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상임 원장에게 있지만 업무수행과 련하

여 직 지시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 으로는 소신껏 일할 수 있으

나,여·야가 극심하게 립하는 상황에서는 소신껏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

다고 진술하 다.한편 의원보좌진들은 같은 문항에 해 25.3%만이 원

회 공무원이 객 이고 립 이라고 응답하 는데,연구자들은 의원보

좌진들의 이와 같은 비교 박한 평가는 원회 공무원의 립성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 이 못되는 것을 보여 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연주(2009)는 직 사회과 교사가 ‘교원의 정치 립성’에 해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청주시에 거주

하는 시민과 청주시 소재 ·고등학교 재직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과 교사는 다른 집단(타 교과 교사,일반시민)에 비하여

다양한 교원의 활동이 ‘교원의 정치 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식

함으로써 교원의 정치활동에 허용 인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반면 사회과 교사는 일부 교수방법(학생들을 시 장에 견학시

키는 교수방법)에 해서는 교원의 정치 립성을 훼손한다는 인식이

다른 집단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자신의 정치 입장을 행동화하

는 것이 립성을 훼손한다는 인식 한 다른 집단에 비해 상 으로 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결론 으로 연구자는 사회과 교사는 ‘교원의 정치

립성’에 하여 극 교수방법이나 입장 표명을 한 활동을 유보하

는 다소 모호하고 이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정치 응 의무’로서의 정치 립성 문제

정치 립 내용 하나인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이념을 배제하

고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실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해 다양한 논의가 개되고 있는 바 이에 해 살펴보았다.

사실 경력직 공무원이 정치 상 의 지시를 따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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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M.Weber(1919)의 료제 이론에

서도 발견할 수 있는 오래된 념이다.Weber는 정치가와 행정가의 특성

에 해 분석하면서 정치가가 비 ,목표,행동에 한 일반원칙을 세우고

략을 개발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행정가는 정치가의 기 를 집행하고 일

상행정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주장하 다(Weber, 2007; Hansen &

Ejersbo,2002:734).나아가 그는 료의 명 는 상 청이 자신의 이

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명령을 고수할 경우 마치 그 명령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듯이 양심 이고 정확하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까지 이야기하 다(Weber,2007:63).

Finer(1961:436)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 다.그는 정치 립성은

어떠한 정당이 집권하든지 그 정당 출신의 장(chief)에게 공히 충성을 다

하여 불편부당한 복무(impartialservice)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그리고 여기서의 충성에 해 그는 공무원이 자신의 모든 재능과 지

자원을 발휘할 것과 장 이 공표한 국가목표의 가치에 해 장 에게

호소력있는(그 지만 강압 이지 않은)조언을 제공하지만 장 에 의해

그러한 목표가 확정되었을 경우 그 목표에 승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

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는 다양하다.우선 의 민주주의 차원에

서 정당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료제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통치를 임받은 정치세력과 그들이 국민에게 제시한 정책을 실 하기

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민주주의의 이상에 지극히 부합하는 태도인

것이다(양재진,2003). 료통제 차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행정

국가 아래에서 료의 권력 증 (김규정,1964), 료제가 국민에 한

사보다 산과 인력규모 증 등 사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양재진,

2003)등으로 인해 료제가 국민과 그들의 임자인 통치세력에게 충성

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나아가 조직 리 차원에서 볼 때 정

부조직 안에서의 법령집행의 유기 통일성을 기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업무질서를 유지하여 조직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해서도 이는 필요하다(신기원,19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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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법으로 규정해 법

윤리규범으로 다루고 있다.즉,국가공무원법 제5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9

조 본문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 의 직무상 명령에 복

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부하 공무원이 따라야

할 직무상 명령은 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만약 상 의

명령이 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되는 경우 부하 공무원은 그러한 명령

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이 게 공무원에게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이념을 배제하고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실 ’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해

비 인 연구자들도 지 않다.멀게는 Levitan(1942:320-323)의 연구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는 공무원(특히 고 직 공무원)에게 자신이 지니

고 있는 정치철학(정치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

도록 요구하는 것,즉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분리하

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 실 이라고 하면서,만약 정권에서 결정한 정책

이 요하고 그 결정의 내용에 해 요한 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공

무원은 자신의 직 에서 그러한 결정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

다.그는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공직을 사임하면서까지 라도

공익에 해가되는 정책에 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 다.

Thompson(1985:555-559)은 조직 내에서 개인은 상 의 지시와 조직

의 정책을 따르는 존재이지 스스로 도덕 단을 할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에 해 립성 윤리(ethicofneutrality)라는 이름을 붙이고,그것의

문제 을 지 하고 있다.그는 립성 윤리가 ① 실제 공무원들은 범

한 재량을 행사하고,그에 따른 결과에 해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간과하

고 있다는 ,② 구성원이 조직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상 의 지시나 조

직의 정책에 동의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③ 조직

의 결정에 한 항의의 표 에는 이탈 외에도 다양한 방식(공식 항의,

업무 방해 등)이 있다는 등을 근거로 립성 윤리를 비 하 다.

Jackson(1987)은 공무원이 진실의 순간에 윤리 단을 내리지 않는

다면 그들이 재 리고 있는 지 와 안정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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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 공무원이 극 으로 윤리 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 립성에 해 일부에서 이를 맹목 인 복종으

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비 하고 오히려 립성은 복종(obedience)이

아니라 윤리성(morality)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다.나아가서 그는 공무원

이 정치가에게 맹목 순종을 하지 않아야 할(스스로 윤리 단을 내려

야 할)구체 인 이유들로 첫째,상 의 지시에 맹목 으로 순종할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 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 후임

정권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둘째,공무원은 상 법률에 한 검

토를 통해 상 의 명령의 법성을 단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셋째,

상 의 지시와 명령에는 언제나 해석이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 경우 그

러한 재량 불행사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등을 제시하 다.

요컨 ,충실한 정책 집행 에 반 하는 측에서는 공무원에게 맹목

인 충성, 는 정책실 의 도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윤리 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실 으로도 공무원의 재량,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 가

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 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원칙 으로는 정치인이

나 정치 임명직 는 상 의 지시를 따르고,집권한 정치세력의 정책을

구 시키기 해 노력해야 한다.즉 반응성(responsiveness)을 필요로 한

다.이러한 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어떻게 공무원의 반응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는 공무원 스스로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에 한 략을

제시하고 있다.Durant(1990)는 정권 변동으로 인해 단행되는 정책 변화

과정에서 정치 임명직이 경력직 공무원과 어떠한 계를 설정해야 하는

지에 해 살펴보고 있다.그는 정치 임명직과 경력직 공무원 사이에

획일 으로 력 는 결 계를 맺을 것을 처방하는 것은 료의

다양한 성향을 고려할 때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 안으로 상황 근

(contingencyapproach)을 제안하고 있다.구체 으로 그는 정치 임명직

이 채택한 어젠다와 그로 말미암아 단행되는 정책 변화에 해 료는 최

소 4가지 반응 유형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 다.상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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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accommodation),동의 조작(manipulatedagreement), 다

툼(adversarialengagement),분열 갈등(disintegrativeconflict)이 그것

이다.그리고 Hersey& Blanchard의 상황 리더십 논의를 용하여,정

치 임명직은 이들 각각의 반응 유형에 해 임(delegating

strategies),참여(participating strategies),설득(selling strategies),지시

(tellingstrategies) 략을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Baddeley& James(1987)는 정치 상 과의 계에서 공무원이 어떻

게 응해야 할 것인지에 해 논의하고 있다.그는 정치인과의 계에서

공무원은 정치 립성,정치 굴종,정치 민감성 등 세 가지 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여기서 그는 정치 립성은 격한 개 을

바라는 정치인에 맞서 공무원을 정치로부터 부터 보호해주고,정치가의

지시에 담겨 있는 감정 인 요소들로부터 공무원의 심리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료(제)의 비인간성을 래하는 문

제가 있다고 보았다.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정치 립성 신 채택하

고 있는 정치 굴종(politicalservility) 략은 료가 자신의 윤리 ,

문가 단없이 정치가의 지시에 맹목 으로 따르는 것으로 이는 료제

의 문가주의에 반하고 정치인 자신들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략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결론 으로 그는 료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온 성을 유지하고, 재의 정치 상황을 제 로 읽을

수 있는 정치 능력(politicalskill)을 개발하는 정치 민감성(political

sensitivity) 략을 제안하고 있다.

3)‘정치 응 의무’와 ‘ 문직업 근 의무’의 조화

앞에서 정치 립의 개념에 해 논의하면서 이 개념이 ‘정치

응 의무’와 ‘문직업 근 의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로 이

해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그런데 실에서 공무원은 이러한

두 가지 의무를 동시에 요청받는다.그들은 어느 정도는 정치 상 의

지시(instructions)를 따르는 도구이어야 하지만, 한 어느 정도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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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 지시와 상충하는 단을 옹호하는 문 지식과 기술 문성,그

리고 그에 수반하는 가치들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Mouritzen&

Svara,2002:28).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가치를 료에

게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West(2005a)가 표 인데, 그는 인 립 능력(neutral

competence)개념은 료제에 있어 비당 객 성과 정치 반응성이

양립 가능하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비 실 이라

고 주장하 다.그는 그러한 주장에 한 근거로 첫째 주인- 리인 이론

(principal-agenttheory)에 의할 때 비당 객 성을 지니고 있는 료

라고 할지라도 정치 주인과 다른 아젠다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을,둘

째로 근래 리 산처(OMB)에 한 연구들(Dickson & Rudalevige,

2004/2005;West,2005b)에서 통령이 OMB공무원에게 더 높은 반응성

을 기 할 경우 그들은 정치 행 를 하 다(즉,비당 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Wolf(1999)는 West와 반 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그

는 1939-1948년 사이의 미국 산국(BureauofBudget, 재의 리 산

처(OfficeofManagementandBudget))의 사례를 다양한 근거를 통해 분

석하여 이 시기 동안 산국은 루즈벨트와 트루먼 통령의 필요에 응

이었던 동시에 립 능력 한 유지하 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즉, 립 능력과 반응 능력이 조화롭게 추구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

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이 문제에 한 국내 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다. 체로

국내 연구는 ‘정치 응 의무’와 ‘문직업 근 의무’가 조화가능하다

는 것을 제로 실에서는 그 양상이 어떠한지,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

는지가 연구의 이 되고 있다.박천오(2011)는 국가에서 공무원은

집권 정부의 정치철학과 정책 실 을 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의

정치 립 의무와 단순히 정권과 정무직 상 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업

무수행에 있어 문가로서 공익의 에서 독자 인 근을 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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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정치 립 의무 등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립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딜 마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고,한국 공무원은 이러한

딜 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 있다.6개

앙부처 소속 30명의 상 직 공무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응답자들은 실 으로 정치 응(충성)의무를 우선시 하면서도 가

능한 한 문직업 근 의무도 함께 지키려는 인식을 키워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천오는 이러한 딜 마를 이기 해

서는 정무직 공직자들과 공무원들 양측이 서로를 국정 리의 건 한 공동

참여자로 인정하면서 업무수행에 있어 상호보완성과 상호의존성을 받아들

이려는 의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공무원들이 정무직 상 의 의사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이를 완화하기 해 정무직 공직자들이 '행정의 립성

(administrativeneutrality)'을 존 하고 공무원들의 정책조언을 시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오성호(2011)는 상반되는 두 개의 립성 의미 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더 실한지,그러한 의미를 구 하기 해서 근무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해 살펴보고 있다.우선 그는 근래 우리나라

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경이 빈발하여 정부에 한 국민 불신과

불복종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그 기 때문에 정치 립의

두 가지 의미 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문직업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 립의 의미에 더 부합된다고 주장하 다.이어서 그는 문직업

자율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일본 료제에 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료들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 정부 조직개편에 있어 공

무원들의 의사가 폭 반 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체제의

구축,② 직업 료의 인사에 있어 다면평가의 활용 강화,차 의 내부 발

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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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정치활동의 허용 범

공무원의 당 정치활동의 허용 범 가 어디까지인가에 한 문제는

정치 립성과 련한 여러 이슈 에서도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이에 한 련 법규와 선행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우선 당 정치활동의 실 한계라 할 수

있을 행 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지방공무원법

의 경우 제57조)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을 엄격히 지하

고 있으며,제66조(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는 노동운동과 같은 집단행

를 지하고 있으며,제84조(지방공무원법 제82조)에서는 이러한 정치운동

을 하거나 집단행 를 하 을 때 단순히 징계를 받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

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공직선거법 제9조,제85조,제86조에

서도 공무원의 선거 립 의무,선거운동 지,지 를 이용한 선거 운동

지,선거에 향을 미치는 행 의 지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활동의 허용 범 는 해당 공무원이 맡고 있는 직무

의 성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정 태,2010:76).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

원의 경우 정치활동이 범 하게 허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동일한 정치

공무원이지만 통령,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정조직의 수장인 정치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정치 의사표 ,일상 인 정당 활동은 폭

넓게 허용되는 반면 선거에서의 정치 립성은 엄격히 요구받는다.그

외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와 등학교 교육공무원은 엄격한 정

치 립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제한에 해 그것이 공무원의 당 정

치활동을 방지하기 해 필요하다는 에 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 공

감 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그 지만 재의 제한이 한 수

인지에 해서는 논란이 있다.이에 한 근래의 연구들은 공무원 정치

활동 제한의 최소화,정치 자유 확 를 요청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임재홍(2006)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 자유 제한 규정의 실

타당성을 그것의 유래가 된 미국의 법제 변화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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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그는 우리나라의 행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

립의무에 한 법제는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향 하에 입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이러한 일본의 법제에 향을 것은 미국의 해치법(Hatch

act)이라고 한다.이 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범 하게 지하고 있는

데,이는 20세기 당시 노동운동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 미국

의 역사 산물이었다.이러한 해치법의 향을 받았던 일본과 우리나라

는 냉 과 독재라는 각 국가의 특수 사정으로 인해 해치법보다 더 범

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그런데 해치법은 미국 공무

원 노조의 반 와 사법부의 노력으로 1993년 실질 인 폐지에 가까운

면 개정이 이루어져 정치 립의무보다는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형

태로 변경되었다.그런데도 일본과 한국은 여 히 공무원의 정치 기본

권을 과도하게 침해 하는 법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 인 법원과

특권 지 를 유지하려는 보수 인 고 료들의 입장이 반 된 때문이

라고 본다.결론 으로 그는 냉 과 시즘의 유물인 공무원의 정치

립의무를 민주화된 시 에서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정치 이해득실을 떠나 공무원에게도 기본 인 정치 권리를 보장해 주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한태(2010)는 공무원의 정치 자유 에서 특히 정치 표 의 자

유 문제에 해 법 고찰을 하고 있다. 행 헌법과 법률에서는 공무원

에게 정치 립을 요구함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에 한 지

지․반 ,정치 의견을 발표하거나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등

공무원의 정치 표 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이에 해 그는 공인이

그 직 를 이용해 정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지할 수 있지만 한 사

람의 국민으로서 개인 으로 하는 정치 의사표시까지 지하는 것은 표

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개인의 사 지 와 공 지

를 구분하여 국민 개인으로서 정치 견해를 표 하는 등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태(2010)는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재 소의

논리에 해 그 문제 을 지 하고 안을 제시하고 있다.헌법재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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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제한하는 논거로 ‘국민 체의 사자’,‘정치와

행정의 분리’,‘공 재자’,‘공무원의 이익보호 내지 직업공무원제’등을

제시하고 있다.연구자는 이러한 각각의 논거들이 논리 측면과 경험

측면에서의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그러므로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다만 면 이고 갑작스러운 법․

제도의 변화는 혼란을 래할 수 있다면서 충안으로 공무원이 비번

사무실 바깥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만 정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정치 자유의 제한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한 실증연구도 일부 개되고 있는데, 표 으로 정재명(2010)의

연구가 있다.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정치 참여 제한 규

정의 필요성과 그 효과,그리고 기타 쟁 사항들에 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조사 결과 공무원의 정치

참여 제한 규정의 필요성에 해 응답자의 과반인 51.4%가 그 필요성에

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들은 공무원이 특정정치집단이 아

닌 국민 체에 해 공평무사한 사를 할 수 있고,국민 생활에 미칠

공 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을 이 규정에 따른 정 인 효

과로,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침해받고,시 변화 추세를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는 을 이 규정들의 문제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한편 공무원 노조의 활동에 해 노조 활동 시국선언,정당 가

입,지지정당에 한 후원 납부 등의 문제에 해서는 정 인 인식이

부정 인 인식보다 상 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선거에서 특

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에 해서는 부정 인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

났다.그리고 이러한 정치 참여 제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해서는

61.7%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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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경향 평가

지 까지 살펴 본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경향과 문제 을 제

시한다면 다음과 같다.첫째,정치 립에 한 연구들이 정치 립의

개념,필요성,법제화 등에 해 이론 ,제도 차원에서 근을 시도하

는 연구에 머물 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부분의 연구가 법 ,제도

논의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그 주제도 정치 립의 실 필요성

에 한 논의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 일부

정치 립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문을 제외한다면 부분의 연구

가 정치 립성이라는 공직 가치가 여 히 우리나라 실에 유효하며

필요하다는 식의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정치 립 여부를 단함에 있어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한 정성

평가가 부분이었고,정량 평가를 시도한 연구가 드물었다.국내 연

구의 경우 공무원이나 시민이 정치 립에 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

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는 시도가 일부 있었으나,정치 립이

어떤 변수들과 연 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한 경험 연구는 거의 없

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정치 립에 해 여러 유형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에

도 불구하고 공무원 스스로가 정치 립을 실제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

는지 그 주 구조를 탐색한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Q methodology)을 이용해 이에 한 분석을 시도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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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불만족 반응 행동(EVLN)

1.불만족 반응행동(EVLN)의 내용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 해 만족하는 경우도 많지만

불만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지 않다.어쩌면 일방 인 상의하달식

의사결정구조를 지니고,내외부 경쟁을 강조하며,물질 인 성과에

집착하는 의 거 료제 조직에서는 구성원이 조직에 해 불만을

지니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 인 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해 불만을 갖게 될 경우 그 구성원의 행동에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 다(Argyris,1957:76-122;Adams,1965:283~295;

Crosby,1976:Martin,1981:68;Lawler,1983).

아래에서는 이처럼 불만족한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반응행동에 한

표 이론인 EVLN모형에 해 그 연구의 흐름,구성요소, 향요인 등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Hirschman의 이탈·발언 모형

Hirschman(1970)은 조직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 성과가 감소하는 경

우 는 조직에 해 불만이 생겼을 경우 조직구성원은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기회와 제약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합한 행동 안을 결정한다고

보았다(임 균 외, 1995: 116). 이때 기본 인 행동 안으로

Hirschman(1970:3-4)은 이탈(exit)과 발언(voice)이 있다고 보았다.여기

서 이탈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조직 구성원이 맡고

있는 업무나 조직 자체를 떠나는 행동을 말하며,발언은 불만의 제기,

리자의 교체 요구 등 조직 구성원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하여 행하는 일

체의 노력을 말한다(유병주·남기섭,2006:5).

Hirschman은 이탈과 발언 외에 다른 주요 개념으로 충성(loyalt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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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다.그는 이러한 충성을 “조직에 한 애착”으로 다소 느슨하게

정의하고 있는데(1970:77),앞의 이탈,발언과 달리 Hirschman모형에서

의 충성은 그것이 이탈,발언과 구분되는 독자 인 행태(behavior)변수인

지,아니면 이탈,발언 간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태도(attitude)변수인

지 다소 불명확하다(Leck& Saunders,1992).어떤 부분에서는 이를 이탈

을 하지 않고 상황이 나아질 것을 확신하며 침묵을 지키는 행동으로 악

하고 있다(Hirschman,1970:38).반면 다른 부분에서는 충성도가 높은 조

직 구성원은 그 지 않은 구성원과 비교할 때 조직에 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탈 가능성은 낮고,발언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하여(Hirschman,

1970:78),이를 두 가지 행태를 조 하는 태도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연구자들은 체로 충성을 조직을 지지하는 다양한 반응들을 포함

하는 행태변수로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컨 ,Farrell,1983;

Rusbultetal.,1988;Nausetal.,2007등).그리고 이탈,발언,충성 외에

조직의 성과 감소나 불만족에 한 반응 행동으로 태만이나 침묵을 포함

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에 근래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이탈,발

언,충성,태만이라는 반응행동을 하나로 묶어 ‘EVLN’이라는 약칭으로 사

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불만족 반응행동(EVLN)의 내용

이탈,발언,충성,태만이라는 네 가지 불만족 반응행동의 의미와 특징

은 다음과 같다.

① 이탈(exit):이탈에는 실제로 이직을 실행에 옮기는 것 즉,자발 이

직(voluntaryturnover)외에 아직 이직을 하지 않았으나 이직을 고려하는

것(turnoverintention),나아가 조직 안에서 다른 업무를 찾거나 다른 부

서로 이동하는 것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Rusbultetal.,1988;Kiazard,

2010).

이탈은 지 까지의 고용 계를 단 시키려는 행 로서 네 가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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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에서 가장 강력한 장을 일으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장태경,

2009:51).이러한 이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조직 구성원에게

재의 조직보다 더 나은 안이 존재해야 하며, 한 조직 구성원 스스

로가 조직 잔류 여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남미정,2011:90).

Hirschman(1970:43)은 이러한 이탈이 발언과 상충 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즉,소비자나 조직 구성원의 이탈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언 가

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단하 다.이 에 해 Barry(1974:91)는

Hirschman이 이탈과 발언은 서로 별개의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

짓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 하 다.이탈자 에서도 발언이 있을 수 있고,

이탈하지 않는 사람도 발언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Hirschman이 이를 간

과하 다는 것이다. 신에 그는 이탈의 반 는 비이탈(non-exit),발언의

반 는 침묵(silence)이며 이들 사이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

하 다.7)

② 발언(voice):발언에는 조직 내부에서 상사나 동료와 상황의 개선을

해 문제에 해 논의하는 것,문제 해결을 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 아

니라 노동조합과 같은 외부기 에 도움을 청하거나 공익제보

(whistle-blowing)를 하는 행동도 포함된다(Robbins,2005:133).

남미정(2011:91)은 이러한 조직구성원의 발언은 그를 통해 얻는 이익

과 발생하는 비용 간의 상 인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그는 발언을 통해 조직으로부터 추가 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크기가 조직 이탈을 통해서 얻는 추가 이익보다 크다면 이탈은 유보된

다고 보았다. 한 일단 이탈한 후 발언을 하는 것이 잔류하면서 발언하

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된다고 단될 경우에는 이탈이 먼 고려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나아가 발언을 통해 조직으로부터 추가 인 이익을 기

할 수 없거나 오히려 보복이 상될 경우에는 발언 자체가 억제될 수 있

다고 하 다.

7) 재는 Barry의 이러한 이탈-비이탈,발언-침묵 모형 신 이탈,발언,충성,태만

등 네 가지 반응으로 구성된 모형이 표 인 불만족 반응모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Rusbultetal.,1982,Farrell,1983,Withey& Cooper,1989)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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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충성(loyalty):Hirschman은 충성이 행태(behavior)변수인지 태도

(attitude)변수인지에 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지만 이후의 연구자들

은 체로 충성을 조직을 지지하는 다양한 반응들을 포함하는 행태변수로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충성은 행태와 태도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단되나,본

연구에서는 조직 상황에 실망한 공무원의 다양한 행태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주된 이므로 여기서는 충성을 행태 변수로 다루도록 하겠다.

이 게 볼 때 충성은 조직의 성과가 감소하거나 조직에 불만이 있더라

도 상황이 개선될 것을 낙 하며 소극 으로 기다리는 행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Kiazard,2010:25-26).이러한 충성에는 외부의 비 에도 불

구하고 조직을 옹호하는 행 ,조직과 경 진이 바르게 해나가고 있다고

믿고 기다라는 행 등도 포함된다(박선용,2010:47).

④ 태만(neglect):태만은 원래 Hirschman의 모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

던 변수로서 Rusbultetal.(1982)가 연인 계(romanticinvolvement)에서

의 실망스러운 상황에 한 반응 양식으로서 이탈,발언,충성과 구분되는

하나로 행태로 처음 제시하 다.이후 조직의 성과 감소와 불만족 상황에

한 반응을 다룬 다수의 연구( 컨 ,Farrell,1983; Rusbultetal.,

1988;Turnley& Feldman,1999;Nausetal.,2007)에서 태만 반응을 포

함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태만은 불만족스러운 조직 상황에서 구성원이 의도 으로 업무를 수행

하지 않거나,업무에 한 노력을 임으로써 조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행동을 의미한다(Kiazard,2010:27).습 으로 지각이나 결근

을 하고,업무시간에 사 인 일을 하며,불량률이 증가하는 등 업무에 있

어 실수가 많아지는 것 등이 이러한 태만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동들이라

할 수 있다(Robbins,2005:133).

Rusbult,Zembrodt& Gunn(1982)는 이러한 네 가지 반응을 건설

(constructive)/ 괴 (destructive), 극 (active)/소극 (passive)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재배열하여,반응을 세분화하 다(<그림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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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ructive)

극

(active)

건

 (constructive)

EXIT VOICE

NEGLECT LOYALTY

수동

(passive)

<그림2-1>EVLN의 두 가지 차원

여기서 이탈과 태만은 괴 인 반응으로,발언과 충성은 건설 인 반

응으로 구분된다.이때 괴 반응이라 함은 재 상황을 개선하거나 문

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 상황에 무 심하거나 는 의도 으로 문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말한다.반면 건설 반응은 재의 문제

상황에 주체 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노력

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조직의 에서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심재

형,2009:29).조직 구성원 에서는 이탈 행동이 오히려 더 건설 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극 /소극 차원에서 반응행동을 분류할 경우 충성과 태만

은 소극 반응으로,발언과 이탈은 극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여

기에서 극 /소극 이라는 것은 문제에 직면한 구성원의 행동 차원에서

의 구분한 것이다(심재형,2009:29).즉,문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이를

해결하기 한 (개인 는 집단 차원의) 안을 찾거나 문제 해결에

능동 으로 여하는 등의 행동은 극 인 것으로,상황을 회피하거나

문제 상황에 여하지 않거나 수동 인 여에 머무는 등의 행동은 소극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반응 유형별로 다시 정리하면,이탈(exit)은 조직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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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직 행동으로 괴 이며 극 반응으로,발언(voice)은 재 상황

이 불만족스럽지만 이를 건설 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극 반응으로 볼

수 있다.충성(loyalty)은 주어진 상황을 그 로 받아들이고 조직이 문

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설 이지만 소극 인 반응이다.그리고

태만(neglect)은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한 노력을 하지 않는 괴 반

응인 동시에 업무에 한 심을 두지 않는 소극 반응이다

2.EVLN 내용의 수정과 세분화

Hirschman(1970)이후 이 분야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고 할

수 있다.EVLN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수정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그 하나이고,EVLN에 향을 미치는 인과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다른 하나이다.아래에서는 이 에서 자와 련한 주요 연구들에 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EVLN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수정을 시도하는 연구들은 4가지 반

응행동 주로 발언(voice)과 충성(loyalty)두 반응행동과 련해서 개

되었다.

먼 발언(voice)과 련해서,O'Donnell(1986)은 발언을 수직 발언

(verticalvoice)과 수평 발언(horizontalvoice)으로 구분하 다.이러한

구분은 발언의 상 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여기서 수직 발언은 상사

나 회사에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수평 발언은 동료나 이웃에게 이야

기하는 것을 말한다.

Hagedoorm 등(1999)은 발언을 사려 발언(consideratevoice)과 공격

발언(aggressivevoice)으로 구분하 다.그는 여기서 사려 발언은

개인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발언을

말하고,공격 발언은 조직에 한 걱정이 아닌,단순히 승리하기 한

목 으로서 시도되는 발언을 의미한다고 보았다.그리고 사려 발언의

로 ‘상사와 문제에 해 상의한다’,‘완 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상 과



- 53 -

계속 이야기한다’등을 들고 있고,공격 발언의 로는 ‘원하는 것을 얻

을 때까지 상 에게 고집을 피운다’,‘상 과 싸움을 시작 한다’등을 들고

있다(Hagedoorn,1999).

Ngo(2003)등은 발언을 내부 발언(internalvoice)과 외부 발언

(externalvoice)으로 구분하고 있다.여기서 내부 발언은 주로 상사나

리자가 발언의 상이며,외부 발언은 노조,정부기 ,언론,압력집

단,정당 등이 발언 상이다.이러한 분류는 O'Donnell(1986)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발언의 상 방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 으로는

조직의 내부/외부 여부를 기 으로 하 다는 에서 발언자와 상 방의

계 (직 )을 기 으로 구분한 O'Donnell(1986)의 연구와 구별된다.

Luchak(2003)은 발언을 직 발언(direct voice)과 의 발언

(representativevoice)으로 구분하고 있다.이는 항의의 방식이 직 이

냐 간 이냐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다.Luchak은 보다 애착 이고

감정 인 성향을 지닌 사람은 직 인 발언을 주로 하는 반면,합리 이

고 계산 인 성향을 지닌 사람은 의 인 발언을 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충성(loyalty)과 련해서,우선 Withey& Cooper(1992)는 충

성을 능동 충성(activeloyalty)과 수동 충성(passiveloyalty)으로 나

었다.연구자는 자는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

한다’,‘조용히 내 업무만 충실하게 수행하고,결정은 상부에서 하도록

한다’,‘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와 같은 문항으로,후자는 ‘조직이 요구하는 수 보다 더 많을

것을 주려한다’,‘우리 회사의 정보를 엄격하게 비 로 한다’,‘무엇을 하라

는 요청이 없더라고 그 이상을 수행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

다고 하고 있다.다만 연구자들은 이들 두 유형의 충성이 각각 어떠한 의

미가 있는지,두 유형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해서는 구체 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Graham & Keeley(1992)는 Hirschman은 자신의 이탈-발언 모형에서

충성을 다양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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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EVLN내용의 수정과 세분화

반응

양식
연구자 분류 내용

발언

(exit)

O'Donnell(1986)
수직 발언(verticalvoice),

수평 발언(horizontalvoice)

Hagedoorm 등(1999)
사려 발언(consideratevoice),

공격 발언(aggressivevoice)

Ngo(2003)
내부 발언(internalvoice),

외부 발언(externalvoice)

Luchak(2003)
직 발언(directvoice),

의 발언(representativevoice)

충성

(loyalty)

Withey&

Cooper(1992)

능동 충성(activeloyalty),

수동 충성(passiveloyalty)

Graham &

Keeley(1992)

무의식 충성(unconsciousloyalty),

수동 충성(passiveloyalty),

신가 충성(reformistloyalty)

않고 있다고 하면서 Hirschman 모형에서의 충성을 무의식 충성

(unconscious loyalty),수동 충성(passive loyalty), 신가 충성

(reformistloyalty)등 세 가지로 명명하여 설명하고 있다.여기서 무의식

충성은 조직이 쇠퇴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분 으로 인식하고

있음 때 발 되는 충성 행태를 말하고,수동 충성은 조직이 쇠퇴하는

것을 인식하 으나 이탈이나 발언하지 않고 조직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인내하는 행태를 의미하며, 신가 충성은 조직이 쇠퇴할 때 이탈하지

않고 조직 에 남아 극 으로 상황 개선을 해 노력하는 행태를 말한다

고 한다(194-195).



- 55 -

3.불만족 반응행동(EVLN)에 향을 미치는 요인

EVLN에 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EVLN의 향요인으로 성,학력,소

득 같은 사회구조변수나 직무만족,조직몰입,직무투자 같은 조직변수 등

을 심으로 연구해 왔다(김서용·박원수,2005:75).그러나 최근 경제 합

리성에 근거한 교환이론과 투자이론의 에서만 EVLN 문제에 근하

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 하고 가치 ,개성,문화와 같이 인간의 행동

에 향을 미치는 비경제 요인들이 EVLN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고

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Thomas & Au,2002;Thomas &

Pekerti,2003;김서용ㆍ박원수,2005).아래에서는 이러한 변수별로 국·내

외 주요 연구를 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1)조직심리 조직상황 변수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심리나 조직상황과 련한 변수가 EVLN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한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직

무만족,직무투자,다른 안의 존재,심리 계약 반,고용불안 등이 포

함된다.

① 직무만족(jobsatisfaction):국외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체로 직무만

족이 발언과 충성에 정(+)의 향을,이탈과 태만에는 부(-)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Rusbultetal.,1988;Farrell& Rusbult,

1992;Withey& Cooper,1992;Hagedoornet.al,1999).그러나 국내 연

구인 박흥식·정주원(2012)이 국 28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민원 담당자를

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탈,태만은 낮아지고,

발언 반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충성 반응에는 유의미한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EVLN을 보다 세분화하여 직무만족 변수와의

계에 해 살펴보고 있다.이를테면 Hageedoornetal.(1999)는 조직구성

원의 네 가지 반응양식 에서 발언은 그것의 건설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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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veness)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띨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배려

발언(consideratevoice)와 공격 발언(aggressivevoice)로 구분하여 측

정할 것을 제안하고,직무만족이 이러한 두 가지 발언 양식에 미치는

향을 이탈,충성,태만 반응과 함께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직무만족이 높

을수록 배려 발언은 늘어나고,공격 발언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충성 행동과 련하여,Wither& Cooper(1989)의 연구에서는 다

른 연구들과 반 로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이에 해 연구자들은 충성에는 조직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

며 조용히 지지하는 수동 충성(passiveloyalty)외에 조직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을 수행하기 해 노력하는 능동 충성(activeloyalty)

의 측면이 있는데 자신들의 연구는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

고,이후 후속 연구(Withey& Cooper,1992)에서 충성을 수동-능동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이를 확인하 다.

② 직무투자(jobinvestment): 체로 직무투자가 발언과 충성에 정(+)

의 향을,이탈과 태만에는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Rusbultetal.,1988;Withey & Cooper,1989;Withey & Cooper,

1992).김서용·박원수(2005)가 서울지하철공사 직원을 상으로 수행한 연

구에서도 직무투자가 높을수록 이탈,태만이 낮아지고,발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은 충성 반응을 극 충성(activeloyalty)과

소극 충성(passiveloyalty)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는데,그 결과 직무투

자는 극 충성에는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극

충성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arrell& Rusbult(1992)가 기존에 수행한 5개의 선행연구 결과에

한 메타분석을 한 결과 직무에 한 투자는 발언,충성 반응과는 정(+)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태만 반응과는 부(-)의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이탈 반응과는 유의미한 계를 발견하지 못하 다.

③ 다른 안의 존재(jobalternative): 체로 더 좋은 직업 안이

있는 것이 이탈,발언에는 정(+)의 향을,충성에는 부(-)의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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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usbultetal.,1988;Withey& Cooper,1989;

Farrell& Rusbult,1992;Turnley& Feldman,1999).다만 태만의 경우

부(-)의 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Farrell& Rusbult,1992)와 정(+)의

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Withey& Cooper,1989)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 유민 ·심형인(2012)은 직무투자, 안의 존재와 반 개념에 가까

운 이직의 기회비용 변수에 해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이직의 기회비용

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이탈이 낮아지고,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④ 심리 계약 반(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Turnley &

Feldman(1999)은 미국 기업 리자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리 계약

반 상황이라는 인식이 강한 리자일수록 이탈,발언,태만 반응이 강한

반면 충성 반응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Kiazard(2010)의 연구에서는 심리 계약 반은 이탈,태만 반응

과는 정(+)의 상 계를,충성과는 부(-)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발언 반응과는 유의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Kiazard(2010)와 마찬가지로 유민 ·심형인(2012)의 연구에서도 심리 계

약 반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조직에 부정 향을 수 있는 이직의도

와 태만의 반응이 높고,조직에 유익한 충성의 반응은 낮은 것을 확인하

으나,발언 반응과는 유의미한 계를 발견하지 못하 다.

한편 의 연구자들은 심리 계약 반과 EVLN과의 계에서 다른 조

직변수의 조 효과에 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우선 Turnley &

Feldman(1999)는 심리 계약 반이 EVLN 변수와의 사이에서 다른 직

업 안의 존재,심리 계약 반의 정당성 인식,조직 의사결정 과정

의 차 정당성 인식 변수가 미치는 조 효과에 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이들 세 변수는 심리 계약 반이 리자의 이탈 반응에 미치는

정(+) 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iazard(2010)는 조직배태성(organizationalembeddedness)의 조 효과

에 해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조직배태성의 하 차원 조직 연계성이

강할수록 심리 계약 반과 태만 반응 간의 정(+)의 계가 약화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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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조직 합성이 강할수록 심리 계약 반과 이탈 반응간의 정(+)의

계는 강화되고,심리 계약 반과 충성 반응 간의 부(-)의 계는 약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민 ·심형인(2012)은 개인성향변수(문화 성향,정서 성향),조직상

황변수( 차공정성,이직의 기회비용,외부통제)의 조 효과에 해 살펴

보았는데,그 결과 개인특성 변수 집단주의 성향과 정 성향 그리

고 조직상황변수 이직의 기회비용이 심리 계약 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에 한 구성원의 정 행태를 강화시키거나 부정 행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조직상황변수 차공정성은 심리

계약 반이 충성 반응에 미치는 부(-) 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⑤ 고용불안(jobinsecurity):Berntsonetal,(2010)은 스웨덴의 사무직

종사자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 불안이 증가할수록 이탈 반응은 높

아지고,발언과 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태만 반응과는 유의

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 수행된 유사한 연구에서는 직무 불안정이 태만 반

응에는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반면 발언 반응에는 유의한 향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도 외,2003;심재형,2009).이탈과 충

성 반응에 해서는 Berntsonetal,(2010)의 연구결과와 동일하 다.

한편 의 연구자들은 고용불안과 EVLN과의 계에서 다른 조직변수

나 인구통계학 변수의 조 효과에 해서도 살펴보고 있다.우선

Berntsonetal,(2010)은 고용 불안(jobinsecurity)과 그에 따른 반응행동

과의 계에서 취업능력(employability)이 조 변수로서 작용하는지 여부

를 탐색하 는데,그 결과 자신의 취업능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개인들은

그 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고용 불안이 높을 때 이탈 반응은 더 강한 반

면,발언과 충성 반응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형(2009)은 인사평가의 공정성,보상 만족도,최고경 자 상사에

한 신뢰 변수 등의 조 효과에 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직무 상실가

능성과 충성 무 심 반응 간의 계에서는 최고경 자 상사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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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 효과가 있었고,보상만족도는 무 심(즉,태만)에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 외(2003)는 학력,연령,성과 같은 인구통계 속성의 조 효과

에 해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인구통계변수 연령과 학력이 직무 불

안정과 EVLN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연령과 련하

여,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직무가 불안정할 경우 이

탈,태만,충성 반응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력과 련하여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충성과 태만 반응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 공정성 인식:장태경(2010)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EVLN의 계에

서 조직-자아존 감의 매개효과에 한 연구를 하 다.서울 소재 호텔

종사자 396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과평가의 공정성(분배 공정성,상호작용 공정성)인식은 조직-자아존

감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그리고 이러한 조직-자아존 감은

이탈과 태만반응에는 부(-)의 향을,발언과 충성반응에는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민 ·심형인(2012)은 공기업 근무자를 상으로 차공정성이 EVLN

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차공정성은 발언,충성,

인내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이직의도(이탈)

과 태만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조직에서의 부정 경험:Niedl(1996)은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

(mobbing)경험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양식을 조사하 다.집단 따돌림 경

험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0명의 독일인 환자를 상으로

질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첫째,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반응 양식

이 변화한다는 ,둘째,이들 부분의 최종 인 반응 양식은 태만과 이

탈이라는 두 가지 괴 인 반응 양식 하나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여주

고 있다는 을 발견하 다.

박흥식·정주원(2012)은 지방정부 민원서비스 담당자의 민원인의 비윤리

행 (민원인의 고함,욕설,부당한 요구,폭행 등)경험에 한 반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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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국 28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민원 담당자

878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비윤리

행동을 경험한 민원담당자의 이탈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기타:Golden(1992)은 기 차원의 특성이 EVLN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기 구성원의 반 정치이념(careeristideology,보수인지

진보인지),기 의 업무 특성(dominantagencyprofession, 문성을 요하

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기 에 한 소속감(agencyespritdecorps),

기 의 역사 경험(agencyhistory),직업 자신감(careeristconfidence)

등 다섯 가지 요소가 조직 차원에서의 EVLN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고 있다.미국 인권침해조사과(CivilRightsDivision)와 고속도로교통

안 원회(NationalHighwayTrafficSafetyAdministration)소속

직 공무원 31명을 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첫째,기 구성원

다수의 정치이념이 정권의 정치이념과 다를 경우,특히 그러한 기 의 장

이 정권의 정치이념을 극 으로 수행하고자 할 경우 발언과 이탈 반응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둘째,기 의 주업무가 기술 이고 루틴한 것보다

문성을 요하는 것일수록 발언과 이탈 반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기 구성원이 기 에 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이탈을 막고, 신 발언을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기 의 역사 경험과 기 소속감에 기

인하는 직업 자신감이 부족할수록 태만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Whitford(2007)는 Hirschman의 이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즉,이탈 행 )에는 조직의 발언을 가능하게 하고 충성

을 조장하는 조직 내 메커니즘이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 있다.미국 인사 리처(Office ofPersonnel

Management)이 연방공무원을 상으로 실시한 인 자본 서베이(Federal

HumanCapitalSurvey)자료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연방공무원은

조직 내에 항의를 제기할 기회가 많다고 인식할수록,조직이 공무원의 충

성심을 장려한다고 인식할수록 이직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자들은 특히 고 직 공무원의 경우 보수에 한 불만이 이직을

결정하는 데 큰 향을 미친다는 한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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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정(2011)은 기업의 윤리 시 환경(기업의 윤리 가치,윤리경 시

스템,윤리 리더십)이 개인의 반응행동(EVLN)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민간기업 종사자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윤리 가

치와 윤리경 시스템은 이탈과 태만 반응에는 부(-)의 향을,발언과 충

성 반응에는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상사의 윤

리 리더십은 이탈을 이고 발언과 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2)개인특성,집단 성향

비조직 차원의 요인들로서 EVLN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로

는 개인의 문화 성향이나 통제소재,개인의 윤리의식,집단 성향에

한 연구 등이 있는데 조직 련 요인에 한 연구와 비교하면 그 수가 매

우 어 아직 체계화된 지식 구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① 개인의 문화 성향:김서용‧박원수(2005)는 서울지하철공사 직원을

상으로 계층주의,개인주의,평등주의,운명주의라고 하는 네 가지 범주

의 문화성향이 EVLN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계층

주의는 발언을 억제하고,충성을 조장하는 것으로,개인주의는 충성을 조

장하는 것으로,평등주의는 발언을 진하고 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운

명주의는 이탈,태만과 소극 충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민 ·심형인(2012)은 집단주의 성향이 EVLN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개인이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이탈과 태만이

낮고,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통제소재(locusofcontrol):Withey& Cooper(1989)의 연구에서는

내 통제 성향(자신들의 행 가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음)

일 경우 발언 반응은 높은 반면,충성과 태만 반응은 통계 으로 유의미

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김서용‧박원수(2005)이 서울지하철공사 직원을 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통제감이 높을수록 오히려 발언이 어드는 상충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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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고 있다.그 외의 반응양식과 련해서는,통제감이 높을수록 이탈,

태만이 낮아지고, 극 충성과 소극 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심재형(2009)은 외 통제소재(자신이 선택한 행 의 효과성에 해 회

의 )와 개념상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개인의 무력감에 한 지각이 이들

의 EVLN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무력감이 높을수

록 이탈 무 심(즉,태만 -연구자 주)반응은 높아지고,충성 반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기타 개인특성:그 외에 EVLN에 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으로

개인의 윤리의식,조직 신 냉소주의,개인의 정 /부정 성향에 해

살펴본 연구가 있다.우선 남미정(2011)은 민간 기업에서 조직구성원 개인

의 윤리의식(도덕 단)이 반응행동(EVLN)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

보았다.그 결과 도덕 단 사회계약주의는 이탈 반응에 정(+)의

향을,도덕 정당성과 상 주의는 발언과 충성 반응에 부(-)의 향을,

도덕 정당성은 태만 반응에 부(-)의 향을,상 주의와 사회계약은 태

만 반응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홍수‧지성구(2006)는 조직 신 과정에서 조직 신 냉소주의가 신

항을 매개로 개인의 반응행동(EVLN)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경

신을 추진 인 국내 기업 종사자 210명을 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직 신 냉소주의는 신 항을 매개로 이탈,태만

반응에는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반면 발언,충성 반응에는 유의

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민 ·심형인(2012)은 개인의 정 /부정 성향이 EVLN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살펴보았다.그 결과 개인의 정 성향이 높을수록 이

탈,발언,충성 반응이 높아지고,태만 반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개인의 부정 성향이 높을수록 이탈,발언,태만 반응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④ 집단 성향:Thomas& Au(2002)는 사회문화 맥락의 차이에 따

라 조직 구성원의 반응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수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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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문화(verticalcollectivism)가 지배 인 사회에서 조직 구성원의 반응

양식이 수평 개인주의 문화(horizontalindividualism)가 지배 인 사회

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다.이를 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뉴질랜드와 집단주의 문화가 지배 인 홍콩의 시민 총 218명

(각각 111명,107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각 문화 집단별로 EVLN 행태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즉,

수평 개인주의 문화일수록 발언 반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수직 집단주의문화일수록 태만 반응은 더 높아지고,충성 반응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문화 변수는 직무만족(job

satisfaction)과 다른 직업 안의 존재(qualityofjobalternatives)변수

가 EVLN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이들

두 변수는 직무만족과 직업 안의 존재 변수가 이탈과 충성 반응에 미

치는 향을 조 하는 것으로,그리고 직업 안의 존재 변수가 발언

반응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기타

박정호(2005)는 북한에서의 국가와 노동과의 계가 1990년 반 '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국가기능 하 상황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

모하 는지를 EVLN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연구자는 '고난

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노동자들은 그 일부는 작업장을 이탈

(exit)하여 이차경제 등의 안을 모색하고,직업장 안의 노동자들은 충성

(loylaty)보다는 불평불만(voice)과 인내(patience),태만(neglect)등의 행

태로 응하 다고 주장하 다.그리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행태에 국가는

감시 통제체제의 정비를 해 노력하는 동시에 노동의지의 강조나 생

활비 인상,근무조건의 향상 등 정신 ,물질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식으

로 응하여 왔다고 주장하 다.

박선용(2011)은 개별 학생의 교육서비스 질에 한 인식이 그 학생의

반응행동(EVLN)에 어떤 향을 미치며,나아가 이들 변수간의 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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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만족 변수가 매개변수로서,그리고 학생성 이 조 변수로서 유의미

한 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하 다. · 등학생 1,109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서비스의 질이 학생 만족에 향(.906)을 미치고,다시

학생 만족이 반응행동에 향(.806)을 미치는 반면 교육서비스의 질이 반

응행동에 미치는 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학생

만족 변수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그리고 학생의 성 이 교육서비스

질과 반응 행동 간의 경로에서 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학생 성 상 집단이 성 하 집단에 비해 교육서비스 질에 해 높

게 지각하고,학교에 한 만족도가 높으며,건설 인 반응행동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연구경향의 평가

지 까지 제시한 Hirschman과 그 이후에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은 특정

의 조직이나 사회 맥락 속에서 개별 구성원의 반응행동의 존재와 그

향 요인의 발견을 통해 조직 운 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 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첫째,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반응행동에 향

을 미치는 변수로 직무만족,투자와 같은 몇 가지 변수들만 천착하고 있

는데,이유는 이들 연구들이 암묵 으로 조직 구성원을 비용/편익,투자

등의 경제 기 에 따라 반응행동을 달리하는 경제 인간으로 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호손실험(Hawthorne

experiment)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조직내 인간의 행동은 조직 내에서의 역

할이나 인 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개인의 가치 이나 윤리의

식과 같은 가치 변수의 향을 받기도 한다.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을 간과한 한계가 있다.

둘째,선행 연구를 연구방법에 따라 질 연구(서술 해석 근

방법 등의 비계량 근방법을 용한 연구)와 양 연구(실증주의에

을 두고 계량 분석기법을 용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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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LN과 련한 부분의 선행연구는 양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그들 부분이 특정 시 의 1회성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자료를 얻은 후 그 자료에 한 통계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공통 도

발견된다.이러한 양 연구 주의 연구 경향은 제시된 이론의 검증과

일반화(generalization)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EVLN과 련한 특수한 사례나 상에 한 설명을 제공하기에는 곤란하

다는 을 지 할 수 있겠다.그리고 1회성 설문조사는 어느 한 시 의

특정 집단의 인식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설문조사에 의존한 기존의 연구들

은 공히 연구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을 함께 지니고 있다 하

겠다.

4.EVLN 향요인으로서의 직무만족/불만족

기본 으로 EVLN는 불만족 반응 모형이다.따라서 많은 EVLN연구들

이 근무상의 불리한 조건,직무 불만족,심리 계약 반,불공정성 등을

측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의 향을 살펴보고 있다(박흥식·정주원,2012:

356).직무만족/불만족(jobdissatisfaction)은 그러한 요소 에서 가장

표 인 변수라 할 수 있다(Rusbultetal.,1988;Farrell& Rusbult,

1992;Hagedooretal.,1999).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직무불만족을 EVLN

반응의 측변수로 설정하여 그 향을 분석하도록 하겠다.먼 직무불

만족의 개념과 주요 이론을 고찰한 후 직무불만족과 EVLN의 계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기본 으로 EVLN은 불만족 반응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수의 EVLN연구에서는 불만족 신에 만족(직무만족,학생만족 등)변

수로 불만족을 측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는 이들 연구가 직무만족

과 불만족을 단일 차원의 양 극단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암묵 으로

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이에 해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만족

과 불만족을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으로 보고,실제로 만족과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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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다른 차원인지(서용원·손 화,2003;류시 ·엄서호,2008),다르

다면 각각의 향 요인은 무엇인지(성 신·김완석,1988;이재록·박소연·

임지훈,2002)를 탐색하는 움직임이 있다.그러나 이들 연구는 부분 고

객만족, 만족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련

해 직무만족과 불만족이 다른 차원인지,각각의 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지를 구분한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그러므로 직무불만족에 한 연

구는 아직까지는 체계 이론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 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EVLN 연구들의 경향(암묵 제)과 직무불만족

연구에 한 이론화가 부족한 실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직무불만족을

직무만족의 단일 차원의 반 개념으로 이해하고 논의를 정리하도록 하겠

다.

1)직무만족의 개념

직무만족(jobsatisfaction)은 조직몰입과 더불어 조직행태 분야에서 가

장 오래된 연구주제 하나라고 할 수 있다.1930년 부터 체계 인 연

구가 시도되기 시작해8) 재까지도 사회학,심리학,경 학,행정학 등 다

양한 학문 분과에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직무만족에 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직무만족이

조직 리 차원에서 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조직구성원의 직무

만족은 구성원의 애사심,조직 활동 참여,이직,노사 계 등에 향을 미

쳐 개인의 직무성과 나아가 조직의 생산성에 향을 미치는 것이다(박

주,2007:36).

그런데 이처럼 범 하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만족의 개

8)R.Uhrbrock는 1934년에 처음으로 태도척도기법을 이용해 공장 노동자의 태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 고,이듬해인 1935년에는 R.Hoppock이 말 그 로

직무만족(jobsatisfaction)에 한 최 의 연구를 실시하 다.이 연구에서 그는 직

무만족이 업무의 속성과 동료,상사와의 계에 향을 받는다고 보았다(Latham

andBudworth,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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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해서는 아직까지 일반 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즉,연구

자들에 따라 직무만족을 정서(affective)나 인지 (cognitive)태도와 같이

하나의 측면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다차원 인 심리반응으로 이해하는 입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직무만족을 하나의 측면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다시 이를 직무에 해

가지는 체 인 호감도나 즐거움과 같은 일반 정서 태도로 보는 입

장과 자신의 욕구나 기 를 충족시켜주는 교환 계의 정도에 한 경험

신념인 인지 태도로 보는 입장으로 나 어진다(고수정,2005:9).

직무만족을 정서 태도로 설명한 표 인 학자로는 Smith(1955)가 있

다.그는 직무만족을 “기 한 것과 경험한 것 간의 차이에 한 인식과

련한, 상황의 단면에 한 느낌 는 정서 반응”이라고 정의하

다.이와 유사하게 Locke(1976:1304)는 직무만족을 “직업 는 직무 경험

에 한 평가 결과 나타나는 즐겁거나 정 인 감정 상태(emotional

state)”라고 정의하 다.

반면 직무만족을 인지 태도로 보는 표 인 연구자에는 McCormick

& Tiffin(1974:298-299)이 있다.이들은 직무만족을 구성원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얻거나 경험하게 되는 욕구,가치의 충족 정도로

보았다.즉,욕구의 충족 정도에 한 주 인식이 직무만족을 결정한다

고 본 것이다.Porter& Lawler(1965) 한 직무만족을 실제로 받게 되는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인식하는 수 에 부합하거나 그것을 과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

직무만족을 정서 태도나 인지 태도와 같이 하나의 측면으로 이해하

는 입장과 달리 이를 다차원 인 심리반응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표 으로 Fisher(2000:185)는 직무만족이 정서 요소와 인지 요소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태도(attitude)라고 하 다.그는 이러한 두

요소들 모두가 요하며 각기 고유분산을 통해 체 인 태도를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 다.같은 맥락에서 Hulin& Judge(2003)도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업에 해 갖는 다차원 심리 반응(multidimensional

psychologicalresponse)으로서 이러한 개인 반응은 정서 (a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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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cognitive),행태 (behavioral)9)요소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2)직무만족/불만족 모형

개인의 직무만족/불만족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어떠한 요인이 직무만

족/불만족에 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다.아래에서는

그러한 이론들 에서 표 인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감정 이론(Affecttheory)

Locke(1976)의 감정범 이론(RangeofAffecttheory)은 가장 유명한

직무만족모델 하나이다.이 모델의 제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

에서 기 하는 것과 직무에서 실제 얻는 것 사이의 차이에 의해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직무의 특정 측면( 컨 ,자율성 수 )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는지가 그 측면에 한 기 가 충족( 는 미충족)되

었을 때 갖게 되는 만족( 는 불만족)수 을 조 한다고 보고 있다.즉,

한 개인이 직무의 특정 측면을 특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경

우 그 측면에 한 기 가 충족( 는 미충족)될 경우 그것이 직무만족도

의 증가( 는 감소)에 더 크게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이 이론에서는 직무의 특정 측면이 과도하게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불러일으킬 경우 그 개인은 그 측면에 특히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주장도 제시하고 있다.

9)직무만족의 행태 요소는 직원의 직무에 한 행태 는 행동 경향(behavioral

tendency)을 나타낸다.이 차원에서의 직원의 직무 만족 수 은 직원이 규칙 으

로 출근하는지,열심히 근무하는지,장기간 조직 구성원으로 남아 있고자 하는지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Jex& Britt,2008:132).그러나 어떤 한 사람

의 행태는 그 사람의 태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경향(Fishbein,1979)이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의 행태 요소는 인지 ,정서 요소들에 비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까닭에 직무 만족의 측정은 보통 인지 ,정서 차원

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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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질 이론(Dispositionaltheory)

기질 이론은 직업과 계없이 타고난 기질(dispositionalsource)에 의해

만족 수 이 정해진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Staw,Bell& Clausen,1986).

이 이론에서는 직종이나 직무 유형에 상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무

만족도가 어느 수 에서 안정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와 일란성 둥이들

은 서로 유사한 직업만족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러한 기질

의 측정을 통해 개인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Staw &

Cohen-Charash,2005;Arveyetal.,1989).

이 근과 련해서 그 논의의 범 를 여서 보다 유의미한 설명을 제

공하는 이론으로 Judge,Locke& Durham(1997)의 핵심 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s)모델이 있다.이 모형에서 Judge등은 직무만족도에

한 기질을 결정하는 네 가지 핵심 인 자기 평가가 있다고 하 다.자존

감(self-esteem),자기효능감(self-efficacy),통제의 소재(locusofcontrol),

신경증 경향(neuroticism)이 그것이다.그들은 자존감(자신의 가치에

한 주 평가)이 높을수록,자기효능감(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이 높

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하 다.그리고 내 통제 소재 성향(즉,자

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높고,신경증 경향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하 다.

(3)공평성 이론(Equitytheory)

공평성 이론에서는 고용주와의 계와 같은 사회 계에서 조직구성

원이 공정성 단에 따라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본다.즉,개인은 각각의

사회 계에서 그 계를 통해 얻는 것(산출)과 그 계를 유지하기

해 투입하는 것을 악하여 투입/산출 비율(input/outputratio)을 계산하

게 되는데,만약 개인이 각각의 사회 계에서 이 투입/산출 비율이 불

공평하다고 인식할 경우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Huseman,Hatfield

& Miles,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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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공평성 이론을 확 하여,공평/불공평 상황 인

식에서의 세 가지 행태 반응 패턴을 제시하 다(Huseman,Hatfield&

Miles,1987;O'Neil& Mone,1998).이러한 세 가지 패턴은 자선

(benevolent),공평성 민감(equitysensitive),수령(entitled)으로서 이들 각

유형별 수 은 동기 부여,직무 만족 직무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한

다.

ⅰ)자선(benevolent)-다른 동료와 비교해서 자신이 더 은 보상

을 받을 때 만족

ⅱ)공평성 민감(equitysensitive)-모든 구성원이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ⅲ) 수령(entitled)-사람들이 받는 모든 것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

(4)자기 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theory)

이 이론에서는 불안과 우울의 궁극 인 원천에 해 탐색한다.개인은

자신이 져야할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

고,잘 이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희망이나 열망을 성취하지 못한 것

에 해 낙담하게 된다.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한 기능에 해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러

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에 해 학습하게

된다.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책임은 자신을 안내

(self-guide)하는 추상 인 지표로 형성되어 통합되게 된다(Higgins,

1987).이로 인해 개인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주된 반응으로 동요

와 불안 반응을 보이게 된다(Strauman,1989). 한 이 이론에서는 개인

이 자신의 의무를 완수 했을 때,칭찬,인정,사랑 등이 보상이 될 수 있

다고 한다.이것 한 하나의 셀 가이드(Self-guide)로서 추상 인 지표

로 형성되어 통합된 것이라고 한다(Higgins,1987).따라서 개인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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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획득에 실패할 경우,낙담,실망,우울증 등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Strauman,1989).

그러므로 이 이론에 따르면, 를 들어,만약 한 종업원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그러한 의무 충족

을 고려하지 않고 그 종업원을 처벌한다면 그 직원의 고용주에 한 주된

반응은 동요와 불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

(5)동기· 생이론(MotivationandHygienetheory)

Herzbergetal.(1957)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한 연구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불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 다.구체 으로 그는 만족에는 성취

감,인정감,발 ,직무 자체,책임감 등 직무 내 인 요인들이 향을 미

치고,불만족에는 회사 정책,보수,동료와의 계,지 등 직무 외 요

인들이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이후 그는 이 게 만족에 향을 미치는

직무 내 요인들을 동기요인으로,불만족에 향을 미치는 업무환경

요인들을 생요인으로 각각 명명하여 동기- 생이론을 정립하 다

(Herzberg,1966).

그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 직무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해서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즉,동기요인을 충족시켜야 하

며, 생요인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만족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만족감

을 높여주지는 못한다고 주장하 다.

(6)직무특성모형(Jobcharacteristicsmodel)

Hackman& Oldham(1976)에 의해 제안된 직무특성모형에 의하면 직무

충실화(jobenrichment)가 근무자로 하여 자신의 직무를 만족하게 만드

는 핵심기본요소라고 한다.이 모형에서는 특히 직무를 도 이고 만족

감을 주는 것으로 만들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직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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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ⅰ)임무 정체성(taskidentity):자신의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정도

ⅱ)임무 요성(tasksignificance):자신의 작업이 요하고 의미

있게 보여 지는 정도

ⅲ)기술 다양성(skillvariety):직무가 직무수행자에게 상이한 임무

를 부여하는 정도

ⅳ)자율성(autonomy):직무수행자가 직무수행상 가지는 통제와 재

량의 정도

ⅴ)환류(feedback):직무수행자가 작업 자체로부터 어떻게 직무 수

행을 하 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받는 정도

Hackman& Oldham은 이러한 5가지 핵심 특성이 세 가지 심리 상

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 다.즉,기술 다양성,임무 주체성,임무 요성

은 함께 결합되어 작업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고,자율성은 책임감을 일으

키게 되고,환류는 작업산출이 낸 결과에 한 지식을 갖게 한다.그리고

이 세 가지 심리 상태가 직무만족과 동기유발에 요한 결과를 내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그러므로 이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핵심 직무 특성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직무가 그 지 않은 직무보다 더 만족을 주고 더 동기

를 유발하는 것이 된다.

나아가 Hackman& Oldham은 경로분석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이 요소

들의 한 배합으로 직무만족을 잘 측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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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무만족/불만족과 EVLN과의 계

(1)문제의 제기

기존에 직무만족과 EVLN간의 계에 해 실증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체로 직무만족이 발언과 충성에 정(+)의 향을,이탈과 태만에는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ell& Rusbult,1992;Withey&

Cooper,1992;Hagedoornet.al,1999).10)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체로 반 만족도(Rusbultetal.,

1988;Thomas& Au,2002,김서용·박원수,2005,박흥식·정주원,2012)로

측정한 것이었다.그러나 앞의 이론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만

족/불만족은 다차원 구성개념이다(Locke,1976).그러므로 기존의 직무

만족/불만족과 EVLN에 한 연구에서는 이 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두 사람의 반 인 직무만족/불만족 수 이 동일하다고 해

도 그 이유는 다를 수 있음(Tang외,2000:215)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이 분야의 연구에서는 이 을 간과한 것이다.

거의 외 으로 Hagedoornetal.(1999)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직

무기술지표(JDI)를 사용해 업무,감독,보수,승진,동료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이들 다섯 가지 만족도와 반응

행동과의 상 계를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업무 만족(satisfactionwith

work)은 배려 발언(+),공격 발언(-),이탈(-),태만(-),인내(+)등 다

섯 가지 반응행동과,감독 만족(satisfactionwithsupervision)역시 배려

발언(+),공격 발언(-),이탈(-),태만(-),인내(+)등 다섯 가지 반응

행동과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수 만족

10)다만 충성 반응과 련하여,Wither& Cooper(1989)의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반 로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에 해 Withey

& Cooper는 충성에는 조직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지지하는 수

동 충성(passiveloyalty)외에 조직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을 수행하기

해 노력하는 능동 충성(activeloyalty)의 측면이 있는데 자신들의 연구는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 고,이후 충성을 수동-능동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

여 측정한 후속 연구(Withey&Cooper,1992)를 통해 이를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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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withpay)은 이탈(-)반응 하나와만,승진 만족(satisfaction

withpromotion)은 배려 발언(+),공격 발언(-),이탈(-),태만(-)등

네 가지 반응행동과,그리고 동료 만족(satisfactionwithco-workers)은

공격 발언(-),이탈(-),태만(-),인내(+)등 네 가지 반응행동과 유의미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직무만족을 세분화해서 분석

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 결과 직무만족 유형별로 반응행동과의 계

유무와 계의 강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다는 에서 의의가 지

않다.다만 이 연구의 본래 목 이 척도 개발(발언 반응의 세분화)에 있었

던 터라 직무만족과 반응행동 간의 계에 해서는 상 계 고찰 수

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 을 한계로 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불만족을 그 구성요인에 따라 내재

직무불만족과 외재 직무불만족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여기서

내재 직무불만족(intrinsicjobdissatisfaction)은 직무 자체로부터 발생

하는 화남,불쾌함,신경질 등의 불편한 감정을 의미한다.그리고 외재

직무만족(extrinsicjobsatisfaction)은 재정 수입, 정 임 ,복리후생

계획 작업환경 등 직무 외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을 의

미한다.

그런데 에서 언 한 Hagedoornetal.(1999)의 연구를 제외하면 지

까지 직무만족/불만족을 내재 ,외재 차원으로 구분하여 EVLN과의

계에 해 살펴 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아

래에서는 이탈,발언,항의,태만이라는 각각의 반응양식과 의미상 유사한

개념들( 컨 ,이탈 반응은 이직(turnover),이직의도(turnoverintention))

에 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들 직무만족/불만족 변수와 EVLN과의

계에 해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2)내재 ·외재 직무만족/불만족과 이탈 반응

체로 내재 직무 만족은 이직과 부(-)의 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Price,2000).Randolph(2004)는 이탈 반응과 한 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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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직 의도(desiretostayonthejob)에 해 연구했는데,미국의 재

활 문가(물리치료사,언어치료 임상가 등)328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직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효

강(2012)이 의료기 종사자 794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직무만

족 하 변수 직무 합성(직무 자체에 한 만족)변수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안 외(2007)

가 외식업체 종사자 256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내재 )

직무만족이 높을수록(β=-.209,P<.01)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수 만족,승진 만족 등 외재 직무만족 역시 체로 이직과 부(-)의

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우선 보수의 경우 이직과 부의 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Cotton& Tuttle,1986;Price,2000),

한 임 수 은 직무만족을 통해 이직의도 이직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Price& Bluedorn,1980).그러나 에서 언 한

Randolph(2005)의 연구에서는 보수나 계속교육과 같은 외 만 요인은

재직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안

외(2007),장효강(2012)의 연구에서도 보수가 이직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진기회의 경우 직무만족( 반 )과 정(+)의 계를 가지며,직무만족

을 매개로 하여 이직에 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Price,2000).정효수(2010)가 공군 비행사 208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승진기회 인식이 이직의도에 부정 인 향(β=-0.202,p<.01)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언 한 안 외(2007)의 연구에서도 승진가

능성이 높을수록(β=-.173,p<.01)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직(이직의도)에 한 내재 직무만족과 외재 직무만족의 상

요성에 해 살펴본 연구도 있다.Udechukwu(2007)는 미국의 교

도 161명을 상으로 내 ,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intention to

quit)간의 상 계를 조사한 결과 두 요인 모두 이직의도와 상 계가

있으나 내재 직무만족(r=-0.386,p<0.01)이 외재 직무만족(r=-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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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보다 이직의도와 더 강한 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내재 ·외재 직무만족/불만족과 발언 반응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은 근로의욕이 높고 자기개발을 한 노력을 지속

하므로 조직의 목표달성을 한 공동 직무에 자발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한 창의성을 발휘하여 개인 조직의 성과 향상에도 정 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상할 수 있다(신윤근,2005).실제로 선행연구들

에서도 직무만족도가 제안,고충민원과 같이 발언(voice)가 의미상 가까운

반응들과 계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Allen& Keaveny,1985;Dalton

& Todor,1982;Price,Dewire,Nowack,Schenkel,& Ronan,1976;Van

Zelst& Kerr,1953).

그러나 직무만족을 내재 ·외재 차원으로 구분하여 발언 반응( 는

그와 유사한 개념)과의 계에 해 경험 인 근을 시도한 연구는 흔하

지 않은 편이다.Bhutto(2012)는 상업조직의 임원 84명을 상으로 직무

만족과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citizenshipbehavior)간의 계에

해 살펴보았다.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

‘참여 행동(civicvirtue)’은 업무와 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해 자발

으로 회의에 참석하고,조직에 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말하는 바 이는 발언 반응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참여

행동’에 한 내·외 직무만족의 향을 살펴본 결과 두 직무만족 변수

모두 참여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재(2002)는 서울 시내 소재 8개 조직(연구소,법인단체,일반 사기

업 등)의 리 이상 직원 244명을 상으로 내재 ·외재 직무만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하 는데,조직시민행동의 하

요인들 ‘고취 참여(업무 능률 향상,개선을 하여 극 으로 아이

디어를 제시한다,최신기술이나 지식을 상사들에게 제공한다)’에 해 내

재 직무만족이 유의미한 정(+) 향(β=.316, p<.001)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외 직무만족은 유의미한 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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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재 ·외재 직무만족/불만족과 충성 반응

직무만족도는 조직시민행동,직무 몰입 같은 충성(loyalty)과 의미상 가

까운 행동들과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ranya,Kuchnir,&

Valency,1986;Bateman& Organ,1983;Smith,Organ,& Near,1983;

Ferris& Aranya,1983).

그러나 직무만족을 내재 ·외재 직무만족으로 구분해 이들 변수와 조

직시민행동과의 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일 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선 에서 언 한 김용재(2002:75-76)의 연

구에서는 스포츠맨십(조직에 한 불평,비난을 삼가고 참는 행동)에 해

내재 직무만족과 외재 직무만족 모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외재 직무만족(β=0.249,p<0.001)이 내재 직무만족(β=

0.111,P<0.05)보다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반 로

김형성(2011)이 앙정부 31개 부처의 특별채용에 의한 입직자 99명을

상으로 직무만족이 이들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에

서는 조직시민행동 충성 행동(외부인에게 조직에 해 호의 으로

이야기한다,조직의 사업을 극 으로 홍보한다)에 해 내 만족

(r=.411,p=0.001)이 충성행동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외 만족(r=.227,p=.064)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에서 언 한 Bhutto(2012)의 연구에서도 두 직무만족 변수 모

두 스포츠맨십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내재 ·외재 직무만족/불만족과 태만 반응

직무만족은 태만 반응과 부(-)의 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

제 연구들에서도 낮은 직무만족도는 결근(Blau,1985;Rosse& Hulin,

1985),지각(Blau,1985)등 태만(neglect)반응과 개념상 유사한 변수들과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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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선행연구 결과 정리

구분
내재

직무만족

외재

직무만족
련문헌

이탈

(exit)
- -

Price(2000), Randolph(2005), Cotton &

Tuttle(1986),Price& Bluedorn(1980).장

효강(2012),안 외(2007),정효수(2010)

발언

(voice)
+ ? 김용재(2002),Bhutto(2012)

충성

(loyalty

)

+ + 김용재(2002),김형성(2011)

태만

(neglec

t)

? ? Williams&Ander(1991),Naus(2007)

그러나 직무만족을 내재 ·외재 직무만족으로 구분해 살펴 본 연구에

서는 그 지 않은 결과가 발견되기도 한다.Williams & Ander(1991:

601-617)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근무하는 127명의 종업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태만 반응의 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역할행동(InRole

Behavior,주어진 임무를 완수한다,직무 기술서에 서술된 책임을 완수한

다,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태만시한다(R)등의 문항으로 구성)변수와 내

재 ·외재 직무만족 간의 상 계를 조사하 는데,두 만족변수 모두

역할행동과 유의미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Naus(2007)

는 내 직무만족의 요소로 많이 거론되는 직무 자율성(jobautonomy)과

태만 반응과의 계에 해 실증연구를 하 다.네덜란드 소재 노조 재직

자 159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무 자율성은 태만 반응과 유의미한

부(-)의 상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

고 실시한 회귀분석에서는 직무자율성이 태만 반응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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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유형 탐색

지 까지 이론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 립에 한 연구들은 정치 립의 개념,필요성,법제화

등에 해 이론 ,제도 차원에서 근을 시도하는 연구에 머물 다.경

험 연구는 매우 드물었으며,그나마도 정치 립에 한 시민이나 공

무원의 인식,실태에 해 조사한 몇몇 양 연구에 치우쳐 있을 따름이

다.정작 정치 립 의무를 지키고 구 해 나가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당사자 입장에서 살펴 본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선험 인 논의와 제도의 기술만으로는 정치 립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치 립

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Q방법론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내

거틀(innerframe)에 따라 인식유형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악해 보고

자 한다.

제1 정치 립 원리의 인식유형 도출

1.Q방법론

공무원의 정치 립 원리에 한 인식에는 공무원 자신이 지니고 있

는 공직 ,세계 과 같은 가치와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얻게 된 명시

(explicit) 는 암묵 (tacit)지식이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가치와 지식은 각자의 생애와 공직 경험이 다름으로 인해 공무원

개개인 간에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다.그리고 그러한 차이로 인해 정치

립에 한 인식에 있어 공무원 간에 인식차가 존재할 가능성도 크다

할 수 있다.

Q 방법론은 이러한 개인의 가치와 지식과 같은 인간의 주 성

(subjectivity)에 한 체계 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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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son,1953;김흥규,1996)이라 할 수 있다.Stephenson(1935)11)이

창안한 이 방법에서는 개인의 주 인식에 을 맞추어 어떠한 상

이나 상에 한 개인들의 총체 인 인식의 모습을 보다 객 인 방법

을 통해 도출해 내고자 한다(박경수,2006:47).

이 방법론에서는 사회 안에서의 인간은 각기 특별한 의미와 합성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의 본질과 사회 상을 제 로 연구하기 해

서는 그러한 인간의 주 성에 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리고 그러

한 주 성에 한 탐색은 연구자의 가정이 아닌 행 자의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즉,‘외부로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부터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오세정,2011:60).이러한 차원에서

이 방법론에서는 응답자로 하여 다양한 자극들(보통은 진술문)을 비교

하여 순 를 정하게 하고 이를 모형화 함으로써 응답자의 주 성이 스스

로 드러나게끔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김흥규,2008:10).

이와 같은 Q방법론의 논리와 근 방식은 해석학과 상학 등의 연구

방법에 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김흥규,2008:10).해석학, 상학에

서는 사회 사실과 상은 독립 으로 존재하는,즉 이미 구성된

(pre-constructed)것이 아니라 의미 으로 구성되어지는(constructed)것

이기 때문에 의미와 해석을 통한 이해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최 ,

1983:김흥규,2008:10에서 재인용)Q 방법론 역시 이러한 을 그

제로써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Q 방법론은 주 성에 한 객 측정을 시도한다는 에서 이

들 방법과 차이가 있다.즉,해석학과 상학에서는 사람들의 주 성을 탐

색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주 해석의 가능성,해석의 개방성을 추구하

는 반면 Q방법론에서는 요인분석(factoranalysis)을 활용하여 보다 과학

으로 엄 한 분석을 시도한다.요인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상과 련

한 주 차원( 는 요인)을 찾아내고 각 차원으로 구분되는 서로 상이

11)Stephenson(1935:김흥규,2008:3에서 재인용)은 종래의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인

간의 퍼스낼리티 연구를 제 로 수행할 수 없다고 비 하며 그 안으로 사람 간

의 상 계에 해 연구할 것을 제안하 는데 이것이 Q방법론의 시작이었다.



- 81 -

한 을 갖는 사람들 간의 특성을 밝히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분석은 일반 인 행태주의 연구에서도 변인을 분류하기

해 흔히 사용하는 분석기법이지만 연구 상에 있어서 Q방법론과 구분된

다.즉,일반 행태주의 연구에서는 측정(계량화)할 수 있는 객 사실을

상으로 상태의 변인(variableinstate)들을 측정하는 반면,Q 방법론에

서는 사람을 변인으로 하여 한 개인이 어떤 상에 해 지니고 있는 느

낌,의견,선호,취향과 같은 마음의 상태(stateofmind)를 측정한다

(Stephenson,1982:오세정,2011:60에서 재인용;김흥규,2008:79).

아래에서는 이러한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 ( 하나)인

공무원의 정치 립에 한 주 인식의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다.다

수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Q방법론은 주 인식 구조의 발

견과 가설의 추론에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단되기 때문이다.Q방법론을

용함으로써 정치 립에 해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다양한 인식의

틀이 존재하는지를 공무원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태도,신념 등과

같은 주 인 반응을 통해 타당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연구 차 내용

1)Q연구의 차

Q 방법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맨 먼 해야 할 일은 연구의 주제와

련하여 Q 진술문(Q-statement)을 작성하는 것이다.그 작업이 끝나면

연구 상자(P-sample)를 선정하고,선정한 연구 상자로부터 Q 분류

(Q-sorting)한 자료를 얻는 차를 거친다.이 게 해서 얻어진 Q분류한

자료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자료 해석을 하게 된다(김순은,2007:

31).이러한 일반 연구 차에 따라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나 어 조사가 진행되었다.첫 번째 단계에서는 Q 모집단을 구축하여 이

를 범주화한 후 이로부터 Q표본을 선정하 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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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Q-표본

선정

① Q모집단 구축

-심층면 과 문헌조사를 통해 323개의 진술문 수집.55개 범

주로 분류

-재범주화 과정을 통해 44개 범주로 재정리

② Q표본의 선정

-각 범주를 표하는 44개 진술문을 선정

2단계:

조사 상자

선정

① 조사 상 공무원 선정

-성,연령,경력,직책,담당업무 등 인구사회학 특성 고려

3단계:

Q표본

분류

① 정상분포에 따라 44개 진술문을 조사 상자의 의견의 요도

에 따라 분류

② 양극단을 선택한 진술문과 련된 조사 상자의 의견 악

4단계:

자료처리

분석

① PQMethdprogram에 맞는 datafile작성

② Q요인분석

③ Q유형분석을 통해 정치 립 원리에 한 인식유형 도출

Q-분류를 하게 될 연구 상자(P-표본)를 선정하 고,이어 세 번째 단계

에서는 이들을 상으로 Q-분류 작업을 실시하 다.마지막 네 번째 단

계에서는 자료처리와 Q-요인분석을 통해 인식유형을 추출하 다.

<표3-1>Q방법론에 따른 분석 차

2)Q-모집단의 구축,Q-표본의 선정

Q-모집단(Q-population)이란 Q 연구를 해 수집된 항목(진술문)의 집

합체로서 한 문화 안에서 어떠한 메시지 는 사건에 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느낌이나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concourse)를 의미한다(김흥규,

2008:김흥규·오세정,2009:143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Q-모집단은 정치 립에 한 모든 념과 인식,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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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고 있는 진술문의 집합이 될 것이다.이러한 Q-모집단을 구축하

기 해 본 연구에서는 범 한 련 문헌고찰과 심층면 을 수행하

다.문헌고찰은 정치 립과 련한12)국내외 주요 단행본과 학 논문

주요 논문 등을 상으로 이루어졌다.심층면 은 다양한 부처에 소

속된 공무원 7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면 에 있어 질문지는 공직생활

에서 어떠한 경우에 정치 립이 침해받았다고 느 는지,정치

립이 언제 필요하다고 느 는지,정치 립을 실 하는 방안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하 다.13)실제 면 은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하 으며,정치 립에 한 피면 자의 피상 이고 당

론 인 응답보다 실제 이고도 반 인 생각을 악하는데 을 맞추

었다.심층면 내용은 녹취하여 문서로 기록하 다.

결과 으로 의 과정을 통해 약 323개의 정치 립에 한 진술문을

추출,이를 본 연구의 Q-모집단으로 하 다.이러한 과정은,자료 수집은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심층면 은 2011년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이루어졌다.

수집한 320여 개의 Q-모집단 진술문 에서 Q-표본 진술문을 선정하

기 해 우선 각 진술문들을 반복하여 읽고 범주화 카드에 분류하는 과정

을 수행하 다.그 결과 총 55개의 범주를 구성하 다.이 범주 내 진술문

각 범주를 잘 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55개의 Q-표본 진술문을 1

차 추출한 이후,동료 연구자의 자문을 구하여 각 범주를 가장 잘 표하

는 것으로 단되는 진술문 44개를 최종 Q표본 진술문으로 확정하 다

(<부록 1>참조).

12)사용하는 용어(politicalneutrality,bureaucraticneutrality,neutralcompetence,

politicization등)는 달라도 공무원의 정치 립 문제를 연구주제로 삼고 있거나,

핵심 연구주제는 아닐지라도 논의의 제로써 는 분석결과의 해석에서 정치

립 문제를 자세히 고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련성’을 결정하 다.

13)질문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공 교수와 박사 연구자(2명)의 검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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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표본(P-sample)의 선정

P-표본이란 실제로 Q-소 에 참여하는 응답자 혹은 피험자를 가리킨다

(김흥규,2008:90).Q에서는 R방법론과 반 로 사람이 변인이고 항목은

표본이며,일반화가 목 이 아니기 때문에 P표본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

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나아가 P-표본의 선정

도 확률 표집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김흥규,1990:김흥규·오세정,2009:

143에서 재인용;이제 ·이정옥,2005:4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 제시한 기 에 의거하여 직 공직자 24명

을 P-표본으로 선정하 다.특정 부처에 편 되지 않도록 4개 부처(청)를

임의로 선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조사하 으며,이때 경력 특성(직 ,재

직기간 등)과 인구사회학 특성(성,연령 등)면에서도 치우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 다.조사는 주로 각 부처의 회의실 는 휴게실에서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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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P-표본의 특성

ID 소속 직 재직기간 성별 연령 학력

1 A부처 5 5년 이상~10년 미만 남 31 졸

2 B부처 5 5년 이상~10년 미만 여 29 학원졸

3 C외청 6 5년 이상~10년 미만 남 34 졸

4 C외청 4 20년 이상 남 52 학원졸

5 C외청 4 10년 이상~15년 미만 여 41 졸

6 C외청 5 5년 이상~10년 미만 남 32 졸

7 C외청 6 10년 이상~15년 미만 남 42 학원졸

8 C외청 7 5년 이상~10년 미만 여 36 학원졸

9 A부처 5 5년 이상~10년 미만 남 35 학원졸

10 A부처 6 5년 이상~10년 미만 여 31 졸

11 A부처 5 5년 이상~10년 미만 남 37 졸

12 B부처 5 10년 이상~15년 미만 남 40 졸

13 B부처 6 5년 이상~10년 미만 여 28 졸

14 B부처 7 5년 미만 남 30 졸

15 D부처 3 15년 이상~20년 미만 남 51 학원졸

16 D부처 4 10년 이상~15년 미만 남 38 졸

17 D부처 5 5년 이상~10년 미만 여 28 학원졸

18 D부처 5 5년 이상~10년 미만 남 30 졸

19 D부처 6 5년 미만 남 33 졸

20 D부처 7 5년 미만 남 26 졸

21 A부처 4 15년 이상~20년 미만 남 47 학원졸

22 A부처 6 5년 미만 여 29 졸

23 B부처 3 15년 이상~20년 미만 남 46 학원졸

24 B부처 4 15년 이상~20년 미만 여 43 학원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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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Q소 분포도

수

(카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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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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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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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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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립> < 정>

4)Q-분류작업(Q-sorting)

Q-분류작업은 P-표본으로 선정된 각 응답자(Q-sorter)로 하여 Q-표

본으로 선정된 각각의 진술문을 읽은 후 그것을 일정한 분포 속에 분류하

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스스로 모형화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44개 Q-표본의 진술문을 개별 카드로 만들

고 각 카드에 1에서 44까지 번호를 부여한 후,P-표본 상자에게 우선

각 카드를 읽게 하여 먼 찬성,반 , 립의 세 무더기로 크게 분류시킨

다음 각 무더기 내에서 매우 찬성,그 다음 찬성 순으로 카드(진술문)을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이때 카드의 배치는 분류의

분포가 강제 분포(forceddistribution)가 되도록 요구하 다(<그림> 참

조).

P-표본 상자가 Q-분류를 완성한 이후 매우 찬성했던 항목들과 매우

반 했던 항목들에 해서는 면담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 다.이때

각 P-표본 상자의 개별 정보도 함께 수집하 다.

이러한 Q-분류작업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2년 3월 16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5)자료처리 분석

자료의 분석은 PQMethod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Q-표본이

되는 44개의 항목에 1에서 9까지의 수를 주어 입력한 후 각 항목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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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유형별 분포,아이겐값,변량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유형별 분포(n) 9 4 5 3

ID
1,2,7,10,12,16,

17,19,21
4,13,20,23 5,6,8,9,24 14,15,18

아이겐값

설명 변량(%)

변량(%)

10.9605

46

46

5.2297

22

68

2.0564

9

77

1.0392

4

81

균,표 편차,표 수를 구하 다.다음으로 각 항목을 P-표본을 축으로

하는 주요인 분석방법(PrinciplecomponentAnalysis)을 이용하여 요인분

석하 다.최 의 요인수를 결정하기 하여 요인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에서 EigenValue가 1.0이상이면서 각 유형간의 상 계

가 낮아 요인마다의 고유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인수를 선정한 후 각 유

형에 명칭을 부여하 다.

제2 결과의 해석

1.분석 결과

공무원의 정치 립에 한 직 공무원들의 주 인식 유형을 살

펴보기 해 PQMethod 로그램을 통해 Q 요인분석을 한 결과 총 4개

의 유형이 나타났다.유형별 아이겐값(eigen value)은 각각 10.9605,

5.2297,2.0564,1.0392순이었고,설명변량(variance)은 각각 46%,22%,

9%,4%로 이들 4개 유형은 체 변량의 약 8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유형에는 각각 9명,4명,5명,3명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요인1에 속하는 사람이 나머지 요인에 비

해 많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Q는 일반화를 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흥규,200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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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해석

1)제1유형:자율․ 문성 시형

제1유형은 공무원의 정치 립 개념을 공무원이 자율성과 문성에

기반을 두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자율․ 문성 시형’이

라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공무원이 정권이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보다는

료의 자율성과 문성을 토 로(13번,1.848)무엇이 공익이고 국민 체에

사하는 것인지를(25번,1.782)스스로 단하여 업무에 임하는 것을 정

치 립으로 악하고 있다.이러한 자율성과 문성을 유지하기 해

조직 안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19번,1.489)을 시하고,상 이 결정한

정책이 명백히 공익에 배되거나 정권만을 한 것으로 단될 때는 이

에 불응하는 것(20번.1.379)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나아가 이러한 자율

성과 문성에 바탕을 둔 업무 수행을 해 인사 리에 있어서의 정치

여(33번,1.539)나 료제를 정치 목 에 이용하는 것(27번,1.262)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유형에서는 수동 으로 상 이 시키는 일을 수

행하거나(17번, -1.933) 정권이 요구하는 정책을 실 하는 것(16번,

-1.551)이 정치 립에 부합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나아가 공

무원이 정책결정에 여하지 않거나(14번,-1.613)정치에 무 심한 태도

를 취하는 것(23번,-1.680)도 반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표 인 상자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면담자1은 정치인의 잘못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오류를 수정하

는 것이 료의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정치 립을 이해하고 있다.

“단순히 상 이 상부에서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립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공무원들은 정치인이 정보 부족이나 잘못된 상황 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단될 때 그것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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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거창하게 국민의 이익이나 공익을 떠나서 일이 합리 으로 이루어

지기 해 꼭 필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결정이 잘못될 경우 이를 바로 잡

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면담자2,3은 료의 수동 자세,나아가 정권이나 상 에 한 과도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 립성에 어 난다고 비 한다.

“장 이 바 면 그 장 이 어떤 성향인지를 미리 악해서 그 입맛에 맞

을만한 정책을 들고 가는 국․과장이 있다.물론 일이 되도록 하기 해

장 성향을 악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무작정 ‘알아서 기는’태도는

립 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이 정권 기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 집회 때 경찰이 과도한 진압을

해서 말이 많았는데...그때 경찰은 민 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지팡이

노릇을 했다고 야 할 것이다.”

앞의 이론 배경에서 정치 립의 사 의미를 “정치와 련해 어

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그러

한 의미 속에는 ① 립하는 ‘편’이 무엇인지,② 어떠한 태도와 행동이

정치 으로 립 인 것인지,그리고 ③ 무엇이,어디까지가 정치 역

인지에 한 개념상의 쟁 이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쟁 을 기 으로 이 유형1을 본다면,유형1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정치를 주로 통령이나 정무직 상 과의 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악하며(쟁 ③),그러한 계에서 정치 인 고려가 아닌 문가

견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립 인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쟁 ②).그리고 여기서 립하는 ‘편’은 정권과 정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과 정권,즉 어떠한 정권이 수립되든 그리고 그

정권이 어떠한 정치 이념을 지향하든 그것과 무 하게 문 이고 자율

인 단에 따라 일 성있는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정치 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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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제1유형에서 표 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Q-진술문
표
수

정

13.정권의 성격과 무 하게 료 자율성과 문성을 토
로 업무에 임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848

25.공무원이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국민을 해 희생
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
다.

1.782

33.공무원의 정치 립성이 유지되기 해서는 인사 리에
있어 무리한 정치 여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1.539

19.공무원이 통령,장 등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상 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 립
에 배되지 않는다.

1.489

20.상 이 결정한 정책이 명백히 공익에 배되거나 정권만
을 한 것으로 단될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응
하는 것은 정치 립 의무에 배되지 않는다.

1.379

18.공무원이 정부의 업무와 정부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공정
성,공평성을 잃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
다.

1.311

27.행정 료제를 정당의 정치 목 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 정치 립의 본래 의미에 가장 가깝다.

1.262

29.새 정권이 조직 운 반에 해 세세히 여하는 것은
정치 립에 배된다.

1.209

21.공무원이 당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에 념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141

부

정

28.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치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이 정치 립의 핵심이다.

-1.055

41.정치 립의 필요성은 약화되고 있다. -1.221

11.공무원의 정치 립 의무로 인해 소속감과 사기가 하
되고 있다.

-1.233

22.공무원이 모든 정치․사회 논쟁에 있어 어떠한 편도 들
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460

16.공무원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의견과 무 하게 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실 을 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551

14.공무원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정책결정에
여하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613

23.공무원이 정치에 해 무 심할수록 공무원의 정치
립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1.680

17.수동 으로 상 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것은 정치 으
로 립 인 태도이다.

-1.933

보는 것이다(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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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유형:충성 시형

제2유형은 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실 에 충실하는 것을 정치

립 개념으로 이해하는 ‘충성 시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의견과 계없이 정권

이 추구하는 이념과 그것이 반 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실 하기 해 노

력하는 것(16번,1.881)을 정치 립으로 보고 있다.이를 통해 통령,

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 한 응성과 책임성이 철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본다(4번,1.017).이를 해 공무원은 상 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공정하고 객 인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보

며,(24번,1.851)그러한 정보와 조언에 한 익명성과 비 성은 유지되어

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32번,1.132).

이러한 맥락에서 이 유형의 공무원들은 상 의 정책이 공익에 배되거

나 정권만을 한 것으로 단될 때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응하

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20번,-1.628),이를 외부에서 공개 으로 비

하는 것에 해서도 반 한다(26번,1.541). 한 정부조직 내부의 자유

로운 소통의 필요성에 해서도 공감하지 않는 경향(19번,-1.614)을 보이

고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표 인 상자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면담자4는 의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차원에서 정치 립성을

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 차에 의해 선출된

통령과 통령이 임명한 정무직들의 가치와 이념을 실 하기 해 공무

원들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통령의 뜻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언론에서는 뭐 ‘혼이 없다’

는 식으로 비하하곤 하는데,..그것은 행정시스템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

이다.”

면담자5는 ‘도구 료(제) ’의 연장선에서 정치 립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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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공무원은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도구라고 생각한다.그러니 내 정

치성향에 맞는 정권이 들어서든 그 지 않는 무조건 정부가 결정한 방향

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차피 공익이라는 것은 지극히 추상 이고, 구의 에서 악하느냐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결국 재의 공익은 법규

에 가장 잘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니 상 이 지시한 정

책이 공익 즉 법규에 배된다고 단될 경우 그러한 가능성을 상 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정도로만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공무원의 바람

직한 자세라고 본다.”

유형2를 앞에서 논의한 사 개념상의 쟁 을 기 으로 볼 경우,이

러한 유형2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유형1과 유사하게 정치를 주로 통령이

나 정무직 상 과의 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악하며(쟁 ③), 립하는

‘편’을 정권과 정권으로 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쟁 ①).다만

유형1과는 어떠한 태도와 행동이 립 인 것인지의 문제에 해 차이가

있다.즉,유형2는 자신의 개인 철학이나 견해와 무 하게 재 집권하

고 있는 정부의 통치이념과 정책방향을 실 하기 해 최 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그리고 다른 정권 아래에서도 동일한 열정으로 그러한 태

도와 행동을 견지하는 것이 정치 립이라고 본다는 에서 유형1과 다

르다(쟁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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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제2유형에서 표 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Q-진술문
표

수

정

16.공무원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의견과 무 하게 재 집권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실 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881

24.공무원이 선출직 상 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를 제공하고 성실하고 공평한 조언을 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851

18.공무원이 정부의 업무와 정부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공
평성을 잃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679

26.공무원이 정권 혹은 집권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에 해 외부에
서 공개 으로 비 하는 것은 정치 립 의무에 배된다

1.541

25.공무원이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국민을 해 희생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484

21.공무원이 당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에 념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178

32.공무원의 정치 립성이 유지되기 해서는 공무원의 익명
성과 그들이 선출직 상 에게 행한 정책 조언의 비 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132

4.공무원이 정치 립을 지킬 때 통령,장 에 한 행정의
응성과 책임성이 철될 수 있다.

1.017

부

정

41.정치 립의 필요성은 약화되고 있다. -1.002

13.정권의 성격과 무 하게 료 자율성과 문성을 토 로 업
무에 임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013

38.공무원의 정치 립 의무를 의식하면서 매사의 업무를 처리
하고 있다.

-1.060

22.공무원이 모든 정치․사회 논쟁에 있어 어떠한 편도 들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281

29.새 정권이 조직 운 반에 해 세세히 여하는 것은 정치
립에 배된다.

-1.385

14.공무원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정책결정에 여
하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595

19.공무원이 통령,장 등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상 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 립에 배되지
않는다.

-1.614

20.상 이 결정한 정책이 명백히 공익에 배되거나 정권만을
한 것으로 단될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응하는 것은
정치 립 의무에 배되지 않는다.

-1.628

23.공무원이 정치에 해 무 심할수록 공무원의 정치 립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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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3유형:비당 성 시형

제3유형은 공무원의 정치 립 개념을 공무원이 정당 정치와 련된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에 국한하여 이해하는 ‘비당 성 시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공무원이 당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21번,1.865),특히 선거

에 개입하거나 타인의 투표행 에 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30

번,1.767)을 정치 립으로 악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공무원의 정치 립 의무는 상징 이거나(40번,

-1.566)불명확한 성격(37번,-1.446)을 지닌 것이 아니라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 자유의 제한 규정들이 정치 립의 주요 내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공무원이 모든 정치․사회 논쟁에 있어 어떠한 편의 입장에 서거

나(22번,-1.865),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14번,

-1.254)이는 정치 립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은 그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해 무 지나치게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견

해를 지니고 있다(12번,1.399).

이 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표 인 상자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면담자6,7은 정치 활동을 자제하는 것,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정

치 립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 립은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

다고 배웠다.헌법이나 공무원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치

활동들,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에 가입하거나,정치집회에 참여한다던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정치 립을 지키는 것이다.”

“정치 립은 특히 선거철에 문제가 된다.특히 지방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본인

에게 유리한 후보에게 을 설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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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제3유형에서 표 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Q-진술문
표

수

정

21.공무원이 당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에 념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865

25.공무원이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국민을 해 희생하

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865

30.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타인의 투표행 에 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

이다.

1.767

33.공무원의 정치 립성이 유지되기 해서는 인사 리에

있어 무리한 정치 여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1.446

6.공무원이 정치 립을 지킬 때 정치 압력이나 간섭으

로부터 공무원들의 지 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1.403

12.공무원의 정치 립 의무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 기본

권이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
1.399

36.성숙한 정치체제가 공무원의 정치 립이 실 되기 한

제요건이다.
1.057

부

정

20.상 이 결정한 정책이 명백히 공익에 배되거나 정권만을

한 것으로 단될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응하는

것은 정치 립 의무에 배되지 않는다.

-1.035

14.공무원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정책결정에

여하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254

26.공무원이 정권 혹은 집권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에 해 외

부에서 공개 으로 비 하는 것은 정치 립 의무에

배된다.

-1.300

37.공무원의 정치 립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

럽다.
-1.446

40.공무원의 정치 립의무는 상징 성격이 강하다. -1.566

7.공무원이 자신의 권력(권한)을 유지하고 행사하기 한 수

단으로 정치 립을 략 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1.715

22.공무원이 모든 정치․사회 논쟁에 있어 어떠한 편도 들

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865

유형3을 앞에서 논의한 사 개념상의 쟁 을 기 으로 볼 경우,유

형3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정치를 당 정치 혹은 선거와 련된 것으로

이해하고(쟁 ③),당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립 인 태

도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쟁 ②).그리고 여기서 립하는 ‘편’은 서

로 립하는 당(여당-야당)이나 정 로 볼 수 있다(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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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4유형:공정성 시형

제4유형은 공무원의 정치 립 개념을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함,

공평함으로 이해하는 ‘공정성 시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공무원이 정부의 업무와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공정성,공평

성을 유지하는 것(18번,1.618),특히 다양한 고객과 이해 계 집단 사이에

서 공평하고 객 인 태도를 취하는 것(31번,1.629)이 정치 으로 립

인 공무원의 자세라고 본다.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견지할 때 비로소

공공에 한 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3번,1.466).

이러한 공정성과 공평성은 공무원이 정치 이슈에 해 무 심하거나

(23번,-1.615)수동 으로 상 이 시키는 일만을 수행해서는 발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17번,-1.618). 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이

해 계자 사이에서 공정성을 유지할 경우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8번,-1.589).

이 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표 인 상자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면담자 8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불편부당함,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차

공정성을 립 인 태도로 이해하고 있다.

“서로 다투는 이해 계자들 사이에서 어느 특정 세력의 이익을 더 주고,

다른 쪽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심조심 일을 처리하는 것이 립

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결론에 이르는 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엄 히

따르고,그러한 것이 없다면 당사자들 의견을 공정하게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립 인 자세라 할 수 있다.”

면담자 9는 특히 법규범의 차별 없는 용을 강조하는 한편,부정부패

와 련된 행 를 하지 않는 것도 립인 태도로 보는 등 정치 립을

공직 수행 반과 련된 행 규범으로 인식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헌법이나 개별 법규범을 그 상자가 구냐에 따라 사람에 따라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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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7>제4유형에서 표 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Q-진술문 표 수

정

25.공무원이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국민을 해 희생
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
다.

1.939

31.공무원이 다양한 이익집단들과의 계에서 공평하고,객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629

18.공무원이 정부의 업무와 정부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공정
성,공평성을 잃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
다.

1.618

3.공무원이 정치 립을 지킬 때 공공에 한 행정의
응성과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다. 1.466

27.행정 료제를 정당의 정치 목 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 정치 립의 본래 의미에 가장 가깝다.

1.294

29.새 정권이 조직 운 반에 해 세세히 여하는 것은
정치 립에 배된다.

1.294

33.공무원의 정치 립성이 유지되기 해서는 인사 리에
있어 무리한 정치 여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1.130

5.공무원이 정치 립을 지킬 때 정치인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

1.119

부

정

9.공무원의 정치 립 의무로 인해 조직 내 참여와 소통
이 방해받고 있다.

-1.130

32.공무원의 정치 립성이 유지되기 해서는 공무원의
익명성과 그들이 선출직 상 에게 행한 정책 조언의 비
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279

40.공무원의 정치 립의무는 상징 성격이 강하다. -1.294

14.공무원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정책결정에
여하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443

41.정치 립의 필요성은 약화되고 있다. -1.480

8.공무원이 정치 립을 이유로 해야 할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1.589

23.공무원이 정치에 해 무 심할수록 공무원의 정치
립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1.615

17.수동 으로 상 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것은 정치 으
로 립 인 태도이다.

-1.618

게 는 불리하게 용하는 것은 립 인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뇌물이나 청탁을 받거나 하는 것은 립성과 공정성

을 해치므로 지양해야 한다.”

유형4를 앞에서 논의한 사 개념상의 쟁 을 기 으로 볼 경우,유

형4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정치를 고객,이해 계자와 계 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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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8>인식유형별 쟁 정리

구분

정치 립 인식 유형

자율- 문성 충성 비당 공평성

정치의 의미

통령이나 정

무직 상 과의

계에서 일어

나는 일

통령이나 정

무직 상 과의

계에서 일어

나는 일

당 정치 혹

은 선거와

련된 것

고객,이해

계자와 계

는 그러한

계와 련한

업무(가치배분

업무)에 한

것

‘립 ’인

것의 의미

통령이나 정

무직 상 과의

계에서 정치

인 고려가

아닌 문가

견지에서 업무

를 수행하는

것

자신의 개인

철학이나 견해

와 무 하게

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통치이념과 정

책방향을 실

하기 해 최

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

당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

지 않는 것

계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용상, 차

상 어느 한 편

에 치우지지

않는 것

립의 상
정권과 정

권

정권과 정

권

서로 립하는

정당 는 정

서로 립하는

이해 계자(집

단)나아가 서

로 상충하는

사회 가치

계와 련한 업무(가치배분 업무)에 한 것으로 이해하고(쟁 ③),그

러한 계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용상, 당상 어느 한 편에 치우지

지 않는 것을 립 인 태도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쟁 ②).그리고

여기서 립하는 ‘편’은 서로 립하는 이해 계자(집단)나아가 서로 상

충하는 사 회 가치로 볼 수 있다(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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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9>유형 간의 상 계

구분
자율․ 문성

시형
충성 시형

비당 성

시형

공정성

시형

제1유형 1.0000 0.1769 0.3997 0.7414

제2유형 0.1769 1.0000 0.4317 0.1927

제3유형 0.3997 0.4317 1.0000 0.3103

제4유형 0.7414 0.1927 0.3103 1.0000

3.각 유형간의 계

각 유형간 상 계수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1유형(자율․ 문

성 시형)은 제4유형과 높은 상 계(0.7414)를,제2유형(충성 시형)은

제3유형(비당 성 시형)과 유의한 상 계(0.4317)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14)

한편 각 유형간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비교 공통되었던 진술문을 살

펴보면,고 직으로 올라갈수록 정치 립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43번)

는 데 해,그리고 상하 직 공무원 사이에 정치 립 인식에 차이가

있다(42번)는 것에 해 유형에 걸쳐 동의하지 않는 성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 유형별로 정치 립을 무엇으로 인식하는 지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인식이 직 간에 다르다거나 직 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 립의 유지가 어렵다고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공무원이 체 국민에 해 사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 립에 부합한다(25번)는 데 해서는 모든 유형에서 강한

동의를 보 다.공무원들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체 국민에 한 사와

공공의 이익을 정치 립의 궁극 인 지향 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 계 정도를 요인 재량(factorloading)이라 하는데,일

반 으로 0.4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0.5이상이면 요한 변수로 본다(김헌수․

원유미,2000:박경수,2006:73에서 재인용).



- 100 -

<표3-10>유형간 유사성을 보이는 진술문

진술문(Qstatements)
원 수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43.고 직으로 올라갈수록 정치 립을 지

키는 것이 힘들어진다.
-2 -1 -1 0

42.상․하 직 간에 정치 립 인식에 차이

가 있다.
-1 0 -2 -2

39.공무원이 정치 으로 립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요한 행정의 과제이다.
0 0 1 0

35.공무원의 정치 립이 실 되기 해서

는 공무원이 재정 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1 1 1 1

25.공무원이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국

민을 해 희생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4 3 4 4

15.공무원의 정치 립은 정치 기 이 아

닌 실 에 의해 공무원의 임용,승진,보상

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1 0 0 1

2.공무원이 정치 립을 지킬 때 민주주의

가 보호될 수 있다.
0 0 0 0

제3 소결

지 까지 공무원의 정치 립 개념에 한 직 앙부처 공무원의

주 인식을 Q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그 결과 총 4가지의 유

형이 분류되었는데,제1유형은 ‘자율․ 문성 시형’,제2유형은‘충성

시형’,제3유형은 ‘비당 성 시형’, 제4유형은 ‘공정성 시형’이라 할 수

있다.

먼 제1유형은 공무원이 정권이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보다

는 료의 자율성과 문성을 토 로 무엇이 공익이고 국민 체에 사하

는 것인지를 스스로 단하여 업무에 임하는 것을 정치 립으로 악

하고 있다.

제2유형은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의견과 계없이 정권

이 추구하는 이념과 그것이 반 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실 하기 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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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것을 정치 립으로 보고 있다.

제3유형은 공무원이 당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특히 선거에 개입하거

나 타인의 투표행 에 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을 정치 립

으로 악하고 있다.

마지막 제4유형은 공무원이 정부의 업무와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공정성,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특히 다양한 고객과 이해 계 집단 사이에서 공평

하고 객 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치 으로 립 인 공무원의 자세라

고 본다.

한편 본 연구는 개인의 주 성을 측정하는 Q방법론에 의해 수행된 것으

로서,연구에서 밝 진 각각의 유형이 실제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떠한 분

포를 보이는지를 악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한 그러한 인식유형간

차이가 실제 행태 상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다주는지에 해서도 답을 주

지 않는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직 공무원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에

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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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설계

지 까지 공무원의 정치 립 개념에 한 직 앙부처 공무원의

주 인식을 Q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그 결과 ‘자율- 문성

시형’,‘충성 시형’,‘비당 성 시형’,‘공정성 시형’등 총 4가지의 유

형이 분류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불

만족(만족)은 어떠한지,그것이 공무원의 반응행동(EVLN)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살펴본 후,이러한 정치 립 개념 인식유형에 따라 그러

한 반응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구체 연구모형,가설 그리고 연구 차에

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제1 연구모형의 설정

제2장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불만족 반응행동과 그러한 불만족(만족)에

한 조직 차원의 표 인 변수인 직무만족(jobsatisfaction)변수에

하여 살펴보았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심으로

본 연구를 한 개념 틀과 실증 가능한 가설을 도출하 다.다만 실증

연구가 미흡하거나 무한 가정에 해서는 기존의 이론 논의에서 특성

을 취합하여 모형에 반 하 다.

우선 본 연구는 직무불만족(jobdissatisfaction)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다.원래 Hirschman(1970)의 연구가 조직이 기에 처하거나 성과가 감소

하여 조직에 불만이 생겼을 때 조직 구성원의 최선의 행동 안 선택에

한 연구 다는 ,그리고 이 변수는 EVLN이라는 조직구성원의 반응

양식을 강화시키거나,약화시키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앙 부

처 공무원들의 불만족 반응행동에 있어 그것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탐색하

는데 있어 가장 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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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직무불만족을 그러한 만족의 원천이 어디인

가를 기 으로 내재 직무불만족(intrinsicjobdissatisfaction)과 외재

직무불만족(extrinsicjobdissatisfaction)으로 유형화에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조직구성원의 반응행동(EVLN)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불

만족 반응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정치 립 인식과 같은 공

무원의 행 규범은 결국 그들의 행동에 향을 미쳐 특정 행동이 발 되

도록( 는 되지 않도록)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개별 공무원이 지니고 있는 정치 립에 한 인식을 조 변

수로 설정하 다.여기서 정치 립 개념 인식은 본 연구 제3장에서 도

출된 것으로서 그러므로 이것이 공무원의 행태에 미치는 조 효과에

해서는 선행 연구가 없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정치 립과 같

은 행 규범(에 한 인식)은 개인의 행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므로 직

무만족(불만족)과 같이 공무원의 이탈,발언,충성,태만 반응을 강화시키

거나,약화시키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과 EVLN간의

계에 일정한 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즉,직무만

족이 EVLN이라는 불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향이 정치 립 인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특히 여기에서는 정치 립

에 한 네 가지 인식유형 에서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집

단 간의 반응행동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 다.이들 두 인식 유형은 공히

정치 립에서 ‘정치’를 통령이나 정무직 상 과의 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악하고,‘립’을 정권의 변화와 련해 정권과 정권 사이에서

공무원이 지켜야할 자세나 태도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정권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나 부처 정책방향에 변화가 발생하여 불만족이 생겼을 때

정치 립에 한 인식에 따라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데

가장 합한 인식유형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 까지 논의된 바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으며 이러

한 연구모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부 연구 과제를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직무만족은 공무원의 반응행동(EVLN)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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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중립 식

- 문성 중시형 

vs.

충성 중시형

직무 만 만  반 행동

내재  직무 만

재  직무 만

탈

발언

충성

태만

통 변수

가?

둘째,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이 공무원의 불

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가 있는가?

<그림4-1>연구 모형

제2 가설의 설정

1.직무불만족과 EVLN과의 계

직무만족은 다차원 구성개념(Locke,1976)임에도 불구하고,기존의 직

무만족/불만족과 EVLN에 한 연구에서는 이 을 고려하지 않고 직무

만족/불만족을 반 만족도(Rusbultetal.,1988;Thomas& Au,2002,

김서용·박원수,2005,박흥식·정주원,2012)로 측정한 연구가 부분이었

다.두 사람의 반 인 직무불만족 수 이 동일하다고 해도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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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수 있는데(Tang외,2000:215)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을 간

과한 것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불만족을 그 구성요인에 따라 내재

직무불만족과 외재 직무불만족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하 다.

이탈,발언,항의,태만이라는 각각의 반응양식과 의미상 유사한 개념들

( 컨 ,이탈 반응은 이직(turnover),이직의도(turnoverintention))에

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직무만족/불만족 변수와 이탈(exit)반응과 련하여,선행연구

에서는 체로 내재 직무 만족은 이직과 부(-)의 계를 보이는 것으로

(Price,2000;Randolph,2005;장효강,2012,안 외,2007),보수 만족,

승진 만족 등 외재 직무만족 역시 체로 이직과 부(-)의 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otton & Tuttle,1986;Price,2000;Price &

Bluedorn,1980,정효수,2010).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외재 직무만족이

이직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 다

(Randolph,2005;장효강,2012).

다음으로 두 직무만족/불만족 변수와 발언(voice)반응과 련하여,선

행연구 에는 내재 직무만족이 발언 반응과 의미상 가까운 조직시민행

동( 참여행동,고취 참여)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한 연구가 있으나(김용재,2002),외재 직무만족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김용재,

2002,Bhutto,2012).

두 직무만족/불만족 변수와 충성(loyalty)반응과 련하여,선행연구에

서는 아직 일 성 있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내

재 ·외재 직무만족 모두 충성 반응과 의미상 가까운 조직시민행동(

스포츠맨십,충성 행동)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

용재,2002)가 있는 반면,내재 직무만족만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

다는 연구(김형성,2011),두 변수 모두 유의한 향이 없다는 연구

(Bhutto,2012)등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직무만족/불만족 변수와 태만(neglcet)반응과 련하여,

아직 기존 연구 에서는 두 직무만족 변수가 태만 반응 는 태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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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미상 가까운 변수(역할행동)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Williams& Ander,1991;

Naus,2007).

지 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확인된 변수간 계에 해서는 검

증한다는 차원에서,확인되지 않은 변수간 계에 해서는 규칙을 탐색

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1: 내재 직무불만족은 불만족 반응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1-1:내재 직무불만족은 이탈 반응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내재 직무불만족은 발언 반응에 부(-)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내재 직무불만족은 충성 반응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내재 직무불만족은 태만 반응에 부(-)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외재 직무불만족은 불만족 반응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2-1:외재 직무불만족은 이탈 반응에 부(-)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외재 직무불만족은 발언 반응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외재 직무불만족은 충성 반응에 부(-)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외재 직무불만족은 태만 반응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2.직무불만족과 EVLN과의 계에서 정치 립 인식의 조 작용

공무원의 정치 립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해서는 그것이 행정 가치

인지,행정윤리인지,법제도인지 등에 해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제

기되지만 어떠한 입장에 서든 그것이 공무원의 행동을 제약하는 행 규범

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하겠다(최창희,1991;

신기원,1996;윤병태,1999).다만 지 까지 이론 논의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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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듯 그 행 규범의 내용 즉,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치 으로 립

으로 행동하는 것인가에 해서는 공무원들 서로 간에 인식 차이가 존재

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립 인식(유형)과 같은 행 규범과 불만족 반응

행동(EVLN)과의 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일부에서 경제

합리성에 근거한 교환이론과 투자이론의 에서만 EVLN 문제에 근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 하고 가치 ,개성,문화와 같이 인간의 행

동에 향을 미치는 비경제 요인들이 EVLN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마 도 주로 문화 변수가 불만족 반

응행동에 미치는 직 혹은 조 효과만을 천착하는데 머물러 있다

(Thomas& Au,2002;Thomas& Pekerti,2003;김서용ㆍ박원수,2005).

거의 유일한 외는 남미정(2011)의 연구라 할 수 있는데,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개인과 기업의 윤리 가치가 불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있다.그러나 이 연구도 정치 립과 같은 공직 윤리가 아닌

개인의 도덕 단과 기업의 윤리 가치 등을 다루고 있고,조사 상

도 민간기업 재직자를 상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

다.

이 듯 선행연구에서의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으나 그 다고 그것이 정

치 립과 EVLN이 서로 계가 없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

다.서로 유사한 직무만족 수 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한 불만이 있을

경우 발 되는 반응이 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그러한 차이

가 정치 립과 같은 행 규범에 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될 가능성을

충분히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직에 한 불만족이 발생하 을 경우

자신의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행 기 에 한 인식 차에 따라 공

무원별로 각기 다른 반응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컨 ,조직에

해 불만이 있더라도 ‘공무원은 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 최선을 다해

사해야 한다’는 공직 (정치 립 )을 지니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

지 않은 공무원과 분명 행태 상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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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의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 립에 한 네 가지 인식 유형

에서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에서 이러한 반응행동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상된다.이들 두 인식 유형은 공히 정치 립에서

‘정치’를 통령이나 정무직 상 과의 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악하고,

한 ‘립’을 정권의 변화와 련해 정권과 정권 사이에서 공무원이

지켜야할 자세나 태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립 ’인 것의 의미에

해서는 거의 정반 에 가까운 인식차를 보이고 있기 때무이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권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나 부처 정책방향에 변화가

발생하여 불만족이 생겼을 때 정치 립에 한 인식에 따라 어떻게 반

응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궁극 목 인 바 이들 두 인식 유형은

이러한 연구목 에 가장 부합하는 인식유형들로 볼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3:내재 직무불만족이 불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향이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1:내재 직무불만족이 이탈 반응에 미치는 향이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2:내재 직무불만족이 발언 반응에 미치는 향이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3:내재 직무불만족이 충성 반응에 미치는 향이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4:내재 직무불만족이 태만 반응에 미치는 향이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외재 직무불만족이 불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향이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1:외재 직무불만족이 이탈 반응에 미치는 향이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2:외재 직무불만족이 발언 반응에 미치는 향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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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3:외재 직무불만족이 충성 반응에 미치는 향이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4:외재 직무불만족이 태만 반응에 미치는 향이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3 변수의 조작화,표본의 선정,조사 분석방법

1.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1)종속변수:불만족 반응행동(EVLN)

본 연구에서 ‘불만족 반응행동(EVLN)’이란 용어는 ‘조직의 성과가 감소

하거나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불만족스러움을 경험할 때 선택

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의 반응 행동’으로 정의하며,‘불만족 반응행동’

는 ‘EVLN’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구체 인 불만족 반응행동은 이탈,

발언,충성,태만 행동으로 구성하 다.

이러한 불만족 반응행동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Rusbultet

al.(1988:625)이 Hirschman(1970)의 모형을 바탕으로 개발한 EVLN 다차

원 척도를 기본으로 여기에 Farrell(1983)의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 과정에서 장태경(2009),남미정(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조사 상황

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 다.이탈 4문항,발언 4문항,충성 4문항,태

만 4문항으로 총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5 척도(1- 그

지 않다,5-매우 그 다)로 되어 있다.

2)독립변수:내재 직무불만족,외재 직무불만족

본 연구에서 ‘내재 직무불만족’은 직업 자체에 수반되는 요소들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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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불만족으로서,그리고 ‘외재 직무불만족’은 일자리의 외부 여건

는 외부 보상 등에 기인한 불만족으로 정의한다.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타당성이 입증된 척도들은 이미 여럿 개발되어 사

용되고 있다.15)그러나 직무불만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타당성을 인정받

은 척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단된다.기존의 직무불만족 연구들에서는

체로 직무만족을 측정한 후 이를 역코딩하여 직무불만족 척도로 사용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참조).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학교 행정 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 수행

한 ‘공무원인식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9개 설문문항(공직생활 반,

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직업의 안정성,직장 동료와의 계,자신의 성장

과 발 가능성,사무실 환경, 여수 ,승진,교육훈련)으로 직무불만족

도를 측정하 다.이 척도는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2006)가 조직진단을

해 JDI에 근거해 구성한 11개 척도를 축약하여 구성한 것이다.이 척도

를 사용한 이유는 이 조사가 2009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어 설문문항의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이 설문문항은 Likert-type5 척도로서 1이 매우 불만족,3은 보통,5

는 매우 만족을 나타내는바 설문조사 후 이를 역코딩(reversecoding)하

여 분석에 사용하 다.

15)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단면 만족도 조사방식에는 직무만족조사(The Job

Satisfaction Survey(JSS);Spector,1985),직무기술지표(The Job Descriptive

Index (JDI);Smith외,1969),미네소타만족설문지(TheMinnesota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 Weiss 외,1969),직무진단조사(The Job Diagnostic

Survey(JDS);Hackman& Oldham,1975)가 있고, 반 만족도 조사방식에는 일

반 직무척도(TheJobinGeneralScale(JIG);Ironson외,1989),미시간조직사정

설문지(Michigan OrganizationalAssessmentQuestionnaireSubscale(MOAQ);

Cammann외,1979)등이 있다.
16)다만 이순자(2008)의 연구에서는 Herzberg의 동기 생이론에 근거하여 직무불만족의

반 를 직무만족이 아니라 불만족 없음으로 상정하여 직무불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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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선행연구에서의 직무불만족 측정

연구자
직무불만족(jobdissatisfaction)의 측정

문 항 척 도

Zhou&

George

(2001)

-Ingeneral,Ilikeworkingat[company].

(reverse-scored)

-Ingeneral,Idon'tlikemyjob.

-Allinall,Iam satisfiedwithmyjob.

(reverse-scored)

stronglydisagree

– stronglyagree

(7 척도)

김정훈

외

(2011)

Zhou외(2001)의 문항 사용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7 척도)

이순자

(2008)

-다음은 귀하의 문화 해설사 재직무에

반 으로 불만족하십니까.

불만족 없음 -

매우 불만족

(7 척도)

Turnley

&

Feldman

(2000)

-Generallyspeaking,Iam verysatisfied

withthisjob등(2문항)
불명확

직무불만족도를 측정할 8개 항목들( 반 직무불만족도를 측정하고 있

는 ‘공직생활 반’항목 제외)을 내재 직무불만족과 외재 직무불만족

으로 구분하기 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직업의 안정성의

항목의 경우 내재 요소인지 외재 요소인지 연구자들 간에 인식 차이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교육훈련 항목은 선행연구에서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7)

17)Deckeretal.(2008)은 이를 내재 요소로 분류하 으나 이 연구를 간호사를

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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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직무불만족 변수의 분류

항 목 내재 요소 외재 요소

② 재 담당
하고 있는 업
무

Clark외(1996),Baylor(2010)

③ 직업의 안
정성

Weissetal.(1967),Arveyet

al.(1989),Tangetal.(2000),

심기섭·최도림(2007), 김형성·

황성원(2011)

Reynolds& Shister(1949),

Gruneberg(1979),

Baylor(2010),배병룡(2010)

④ 직장 동료
와의 계

Weissetal.(1967),

배병룡(2010)

⑤ 자신의 성
장과 발 가
능성

Baylor(2010),배병룡(2010),

김형성·황성원(2011)

⑥사무실 환경

Reynolds& Shister(1949),

Weissetal.(1967),Arveyet

al.(1989),Tangetal.(2000),

Baylor(2010),배병룡(2010),

김형성·황성원(2011)

⑦ 여수

Weissetal.(1967),

Clark et al.(1996),

Baylor(2010), 김형성·황성원

(2011),

이홍재(2012)

⑧ 승진 Baylor(2010)

Smithetal.(1969),Crannyet

al.1992),Kanter(1977),

Kipnis(1964),

Larson(1982),이홍재(2012)

⑨ 교육훈련 Deckeretal.(2009)

⑥사무실 환경

Reynolds& Shister(1949),

Weissetal.(1967),Arveyet

al.(1989),Tangetal.(2000),

Baylor(2010),배병룡(2010),

김형성·황성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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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변수:정치 립 인식

정치 립에 한 공무원의 인식 유형은 심리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Q방법론에 의해 도출되는 결론은 그러한 주 인식의 질 구

조만 알려 뿐 실에서 그러한 인식 유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양 구조와 특성을 알려주지는 않는다.이에 여기서는 정치 립 개념

에 한 인식 유형의 분포를 알아보기 해 사정도구(assessmenttool)를

제작하여 문항으로 사용하 다.보통 Q-도구(Q-tool)이라고 불리어지는

사정도구는 1차 분석에서 발견된 인식유형별로 의미 있는 진술문들을 하

나의 진술문 세트로 정의하고,이를 양 도구화한 것이다.

Q-도구는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완성된다.먼 Q 방법론 근을 통

해 발견한 각각의 유형에 한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다.Q 유형 즉 요인

은 특정 주제에 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자결 조합으로 어떤

특성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안에서 특정 지워지는

주 인 특성이다.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해석은 일반 으로 그 안에 감

추어진 마음을 알기 해 모든 정보와 직 을 동원하여 가설 생성 으로

진행해 나가게 된다(이난복․김흥규,2011:28).여기에서 사용되는 정보

는 Q분류 과정을 거쳐 얻게 된 Q소트들을 수화시켜 PQMethod 로

그램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물이 심이 된다.특히 분석 결과 내용 각

유형표에서 표 수가 ±1.00이상인 Q 표본(진술문)들의 특성을 심으

로 다른 유형간의 차이,각 유형에 해당되는 P표본들의 추가 인터뷰 자

료나 인구학 특성 등을 바탕으로 각기 독특한 특성을 지닌 유형의 해석

이 완성되게 된다(김흥규,2008).

다음 단계에서는 특정 Q 표본에서 그 유형에 해당하는 표 수를 각

각 비교하여 ±1.00이상의 차이가 나는 별력(discriminantpower)이 높

은 Q 표본을 그 유형의 특성을 표하는 것으로 추출하게 된다(Talbott,

1963,재인용,김흥규,2008).

마지막으로 의 두 단계 즉,유형별 해석과 각 유형에서 별력이 높

은 Q표본들을 조합하여 공통 을 찾아내고 타 유형의 특성과 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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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속성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 각 유형별로 그 특성을 함축시켜 주

는 문단으로 만든다(오세정,2011:99-100).

아래 <표>는 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정치 립 인식 유형으로

발견된 네 가지 유형들의 표 인 특성을 정리하여 만든 사정도구이

다.18)여기서 각 진술문 세트는 Q 방법론을 통해 발견한 정치 립 개

념 인식 유형(자율,충성,비당 ,공평)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와 각각의

유형의 특성을 배타 으로 나타내는 Q표본(진술문)들을 종합 으로 고려

하여 각 유형들을 특징짓는 문단으로 구성하 다.이 게 만들어진 사정

도구를 서베이 설문지에 포함시켜 응답자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합하다

고 생각하는 유형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체 모집단에서 각 유형에 해

당하는 빈도 분포를 측정하 다.

이와 같이 Q방법론으로 확인된 유형을 기 로 도구를 개발하여 양

연구로 연계하는 연구설계를 통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발 시키고,조사방법과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Richardson,

1967;Sullivan외,1992).

18)이러한 사정도구를 개발함에 있어 Q방법론 분야 박사 연구자 2명의 감수를 받

아 내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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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 목

자율

- 문성

① 공무원의 정치 립은 공무원이 정권의 성격과 무 하게 자

신의 경험과 문성을 토 로 자율 으로 업무에 임하는 태도를

말한다.이런 차원에서 공무원은 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자신

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경우 상 의 결정에 이의도 제기해야 한

다

충성

② 공무원의 정치 립은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의

견과 무 하게 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실 하기 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말한다.그리고 이를 해 공무원은 선출직

상 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성실하고

공평한 조언을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비당 성

③ 공무원의 정치 립은 공무원이 당 정치활동을 하지 않

고 직무에 념하는 태도를 말한다.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타인의 투표행 에 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특히

요하다

공정성

④ 공무원의 정치 립은 공무원이 정부의 업무와 정부정책의 수

행과정에서 공정성,공평성을 잃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다양한 고

객과 이익집단들과의 계에서 공평하고 객 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특히 요하다

<표4-3>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유형 문항

4)통제 변수

그 외에 직 ,직군,재직년수 등 경력 특성 변수와 성,연령,결혼 여

부,최종학력 등의 인구사회학 특성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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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설문지 구성 출처

변수명 문항번호
문항

수
설문 출처 비고

직무

불만족

반 1-1) 1

서울 학교

한국정책지식센터

(2011)
내재 1-2),1-3),1-5) 3

외재
1-4),1-6),1-7),

1-8),1-9)
5

정치 립

개념 인식
3) 1

정치 립

련 사례
4) 1

개방형

질문

불만족

반응

행동

이탈
2-4),2-8),

2-12),2-16)
4

Rusbultetal.

(1988),

Farrell(1983),

장태경(2009),

남미정(2011)

발언
2-3),2-7),

2-11),2-15)
4

충성
2-2),2-6),

2-10),2-14)
4

태만
2-1), 2-5), 2-9),

2-13)
4

일반

특성

인구사

회학

특성

DQ2),DQ3),

DQ4),DQ6)

연령,성별,결혼

여부,최종 학력

경력

특성
DQ1),DQ5)등 직군,직 ,재직년수,

2.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불만족이 그들의 불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이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의 정치 립 개념

인식의 조 효과를 실증분석하기 해 자료수집 방법으로 설문조사법을

사용하 다.연구자는 변수들의 조작 정의에 따라 설문지를 구성하 고,

설문지의 내용은 <표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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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살펴보면,먼 독립변수인 직무불만족 변수를 측정하기

해 9개 문항( 반 만족도 1문항,내재 직무만족 3문항,외재 직무만

족 5문항)을 구성하 다.종속변수인 불만족 반응행동(EVLN)은 이탈,발

언,충성,태만 각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하 다.조 변수인 정치

립 개념인식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 다.마지막으로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한 7개의 문항을 포함시켰다.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연령,성,결혼여부,최종학력)에 한 4개 문항과 경력 특성(직군,직

,재직년수)에 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특히 정치 립 사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해 직

공무원 15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1차 조사를 실시한 다음,

2주 후 동일한 문항으로 다시 검사한 결과 정치 립 인식 유형의 신뢰

도는 86.7%로 나왔다.조사과정에서 나온 조사 상자의 의견을 반 하여

일부 질문의 어구 구성을 변경하 다.

3.표본 선정 조사방법

1)표본의 선정

본 조사의 상은 2012년 4월 재 앙정부 소속의 부처 원회

조직규모가 작은(100명 미만)인 일부 기 을 제외한 부처 원회를

상으로 하 다.25개의 앙 정부 부처 원회,실에 재직하고 있는

모두를 모집단으로 하 으며,표본은 모집단 에서 5개 부처를 단순무작

추출의 방법으로 추출한 후 각 부처의 정원에 비례하여 50~90명의 표

본수를 배정한 후 직 별 비례층화표출(stratifiedsampling)에 의해 표본

추출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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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처 특성 표본 설계

5 이상 6 이하 총 원

부처

총원 비

비율(%)

표본

배정

직 별 할당

5

이상

6

이하

환경부
255

(55.6)

203

(44.3)
458 2.37 50 28 22

보건

복지부

375

(54.2)

316

(45.7)
691 3.58 70 38 32

국토

해양부

650

(56.7)

496

(43.2)
1,146 5.94 90 51 39

기획

재정부

588

(71.5)

234

(28.4)
822 4.26 70 50 20

국무

총리실

222

(82.8)

46

(17.1)
268 1.39 50 40 10

부처
10,319

(53.5)

8,947

(46.4)
19,266 100

주)본청 기 .

자료)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황(2011.12.31.)

상

기 명

통령실,감사원,방송통신 ,국무총리실,법제처,국가보훈처,공

정거래 원회, 융 원회,권익 원회,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

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 부,문화체육

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국가인권 원회

<표4-5>조사 상 기

무작 표본 추출 결과 조사 상으로 선정된 부처는 환경부,보건복지

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국무총리실 등 5개 부처 다.이들 5개 부처

별로 조직규모에 따라 50~90명의 표본수를 배정한 후 상·하 직 별로

비례층화표출(stratifiedsampling)에 의해 표본추출을 하 다.

<표4-6>조사 상 부처의 특성 표본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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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 방법 자료수집방법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 다.설문지법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시간과 경비라는 경제 인 측면에서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그러나 설문 작성에 기술 어려움이 있고 문지

식이 요구되며,응답자의 상황이나 기분상태 등의 외생변수에 의해 향

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 한 있다.

조사기간은 2012년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총 17일간)1차 조사를,4

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총 18일간)2차 조사를 실시하 다.조사방식은

방문 배포 수거 방식을 활용하 다.

조사된 표본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322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은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 검토 작업

(datacleaning)을 거쳤다.통계 분석은 SPSS18.0을 사용하여 탐색 요

인분석 신뢰도 분석,그리고 빈도분석,상 분석,다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으며,SmartPLS3.0을 사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인과 계분석

등을 실시하 다. 한 조 효과 분석 결과에 한 보다 타당성 있는 해

석을 해 · 직 공무원 4인(각 인식유형별로 2명씩)을 상으로 인터

뷰를 실시하 으며,그 결과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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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직무불만족과 EVLN과의 계,정치 립 인식유

형의 조 효과

제1 정치 립 인식유형의 분포

앞에서 개발한 정치 립 사정도구를 서베이 설문지에 포함시켜 응답

자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합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표기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체 모집단에서 각 유형에 해당하는 빈도 분포를 측정하고자

하 는데,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표본의 특성

먼 응답자의 경력 특성을 살펴보면,총 응답자 322명의 소속 부처

는 환경부 소속이 47명(5 이상 25명,6 이하 22명),보건복지부 소속

이 69명(5 이상 37명,6 이하 32명),기획재정부 소속이 68명(5 이

상 49명,6 이하 19명),국토해양부 소속이 89명(5 이상 51명,6 이

하 38명),국무총리실 소속이 49명(5 이상 39명,6 이하 10명)이었다.

직 별로는 상 직 (2 ~5 )이 201명(62.4%),하 직 (6~9 )이 121

명(37.6%)이었다.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203명(62.4%),기술직군이 113명

(35.1%),기타가 6명(1.9%)이었다.재직년수별로는 10년 미만이 109명

(33.8%),10년 이상~20년 미만이 105명(32.6%),20년 이상이 108명(33.5%)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43명(75.5%),여성이 79명(24.5%)이었고,연령 별로

는 20 가 23명(7.1%),30 가 107명(33.2%),40 가 138명(42.8%),50

이상이 54명(16.8%)이었다.그리고 기혼자가 270명(83.5%)으로 미혼자 52

명(15.5%)에 비해 많았다.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6명(1.9%), 문

졸이 8명(2.5%), 졸이 198명(61.5%), 학원 졸 이상이 110명(34.2%)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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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소속부처

환경부 47 14.6

보건복지부 69 21.4

기획재정부 68 21.1

국토해양부 89 27.6

국무총리실 49 15.2

직
2~5 201 62.4

6~9 121 37.6

직군

행정직군 203 63.0

기술직군 113 35.1

기타 6 1.9

재직년수

10년 미만 109 33.8

10년 이상~20년 미만 105 32.6

20년 이상 108 33.5

성별
남자 243 75.5

여자 79 24.5

연령별

20 23 7.1

30 107 33.2

40 138 42.8

50 이상 54 16.8

결혼 여부
미혼 52 15.5

기혼 270 83.5

최종학력

고졸 이하 6 1.9

문 졸 8 2.5

졸 198 61.5

학원 졸 이상 110 34.2

계 322 100

<표5-1>설문응답자의 특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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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N) 백분율(%)

자율- 문성 시형 85 26.4

충성 시형 37 11.5

비당 성 시형 59 18.3

공평성 시형 141 43.8

합 계 322 100.0

2. 체 인 정치 립 인식유형의 분포

표본집단에서 인식유형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자율- 문성 시형’

26.4%,‘충성 시형’11.5%,‘비당 성 시형’18.3%,‘공평성 시형’

43.8%로 나타났다(<표5-2>참조).

<표5-2>인식유형 분포

인식유형의 분포가 이처럼 특정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분산되

어 있는 것은 정치 립이라는 하나의 구성 체계에 해 다양한 개념

이 수평 으로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정치 립의 개

념에 해 여 히 하나의 합의된 개념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이는 정치 립 개념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변 ,다

의 속성 속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가치와 경험 맥락 속에서 정치

립을 단히 주 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 결과는 정치 립이 문가,일반인 모두가 일상 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을 감안할 때,다차원 개념 정립과 공유가 시 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명확한 개념 합의 없이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내부 리 과정에서 이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정부와 시민간,

그리고 정부 내부 구성원 간에 의사소통의 왜곡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이 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인식유형 분포 상에서 ‘공평성 시형’의 비 이 가장 크게 나온

은 주목할 만하다.민주화 이후 이념 지향 이 서로 다른 정 간에

정상 차에 따른 정권 교체가 제도화되면서 두된 가장 큰 과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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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갈등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이른바 좌 ,우 로 구분되는 정 들

간의 정권 교체는 단순한 집권 세력의 교체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지향하

는 기본 가치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 여러 집단의 이해 계의 변화를

발하 고,그로 인해 사회 계층간,집단간 격렬한 립과 충돌이 빈발하

고 있는 것이다(오성호,2011:268).네 가지 인식유형 에서 ‘공평성

시형’의 비 이 가장 크게 나온 것은 이러한 사회 상황 아래에서 직업

공무원의 정책과정 상에서의 립성 문제가 두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

다.즉,직업 공무원의 여러 역할 에서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직

업공무원의 바람직한 역할에 한 고민이 커졌고,그것이 이러한 조사 결

과에 반 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응답자 특성별 정치 립 인식유형의 분포

1)경력 특성과 인식유형 분포

소속 부처,직 ,직군,재직년수 등 응답자의 경력 특성과 인식유형

분포사이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교차분석(Chi-squareanalysis)을 이

용하여 검증하 다.

먼 소속 부처에 따라 인식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카이

제곱의 값은 43.218이고 p<0.001(p=0.000)로 응답자의 소속 부처에 따라

인식유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살펴보면,다른 부처의 경우 모두 ‘공정성 시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국무총리실에서는 ‘자율- 문성 시형’이 체 응답자의

4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충성 시형’의 경우 환경부

와 기획재정부 소속 응답자의 20% 내외가 정치 립을 이 유형으로 인

식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부처 소속 응답자의 경우 10% 미만이 이 게

인식하고 있어 구별이 되었다.

다음으로 직 에 따라 인식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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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문성
시형

충성
시형

비당
성
시형

공평성
시형 체

부
처

환경부
7

(14.9%)

9

(19.1%)

14

(29.8%)

17

(36.2%)

47

(100.0%)

²=43.218
df=12

p=.000

보건

복지부

16

(23.2%)

4

(5.8%)

11

(15.9%)

38

(55.1%)

69

(100.0%)

기획

재정부

11

(16.2%)

15

(22.1%)

7

(10.3%)

35

(51.5%)

68

(100.0%)

국토

해양부

28

(31.5%)

5

(5.6%)

16

(18.0%)

40

(44.9%)

89

(100.0%)

국무

총리실

23

(46.9%)

4

(8.2%)

11

(22.4%)

11

(22.4%)

49

(100.0%)

직
2~5

68

(33.8%)

22

(10.9%)

29

(14.4%)

82

(40.8%)

201

(100.0%)
²=16.858
df=3

p=.0016~9
17

(14.0%)

15

(12.4%)

30

(24.8%)

59

(48.8%)

121

(100.0%)

직
군

행정직군
53

(26.1%)

28

(13.8%)

37

(18.2%)

85

(41.9%)

203

(100.0%)
²=8.422
df=6

p=.209

기술직군
32

(28.3%)

7

(6.2%)

21

(18.6%)

53

(46.9%)

113

(100.0%)

기 타
0

(0.0%)

2

(33.3%)

1

(16.7%)

3

(50.0%)

6

(100.0%)

재
직
년
수

10년
미만

30

(27.5%)

19

(17.4%)

17

(15.6%)

43

(39.4%)

109

(100.0%)

²=14.094
df=6

p=.029

10년
이상 ~

20년
미만

23

(21.9%)

15

(14.3%)

21

(20.0%)

46

(43.8%)

105

(100.0%)

20년
이상

32

(29.6%)

3

(2.8%)

21

(19.4%)

52

(48.1%)

108

(100.0%)

체
85

(26.4%)

37

(11.5%)

59

(18.3%)

141

(43.8%)

322

(100.0%)

제곱의 값은 16.858이고 p<0.01(p=0.001)로 응답자의 직 에 따라 인식유

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상 직에서 하 직에 비해 ‘자율- 문성 시형’비 이 높은 반면,하

직에서는 나머지 세 유형의 비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에 따라 인식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증하 는데,그 결과 카이

제곱의 값은 8.422이고 p>0.05(p=0.209)로 응답자의 직군에 따라 인식유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3>경력 특성에 따른 정치 립 인식유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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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재직년수에 따라 인식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카

이제곱의 값은 14.094이고 p<0.05(p=0.029)로 응답자의 재직년수에 따라

인식유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충성 시형’의 경우 재직년수가 10년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17.4%가 여기에 해당하는 반면,재직년수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응답

자의 경우에는 14.3%가,재직년수가 20년 이상인 응답자에서는 불과

2.8%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즉,재직년수가 상 으로

짧은 공무원이 그 지 않은 공무원보다 ‘충성 시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공평성 시형’의 경우 재직년수가 10년 미만인 응답자의

39.4%가 여기에 해당하는 반면,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응답자의 경

우 43.8%가,20년 이상 재직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48.1%가 여기에 해당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즉,재직년수가 상 으로 긴 공무원이 재직년

수가 짧은 공무원보다 ‘공평성 시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구사회학 특성과 인식유형 분포

성,연령,결혼 여부,최종학력 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인식

유형 분포사이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교차분석(Chi-squareanalysis)

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성별에 따라 인식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카이제곱

의 값은 3.442이고 p>0.05(p=0.328)로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인식유형 간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 에 따라 인식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카

이제곱의 값은 42.236이고 p<0.01(p=0.000)로 응답자의 연령 에 따라 인

식유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20 에서는 ‘공정성 시형’과 ‘자율- 문성 시형’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30 에서는 ‘공정성 시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율

- 문성 시형’이가 많았다.40 에서는 ‘공정성 시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당 성 시형’이 많았다.50 에서는 ‘자율- 문성 시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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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고,‘공정성 시형은’은 그 다음이었다.

결혼 여부에 따라 인식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카이제곱

의 값은 .963이고 p>0.05(p=0.810)로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따라 인식유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종학력에 따라 인식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카이제곱의 값은 31.392이고 p<0.01(p=0.000)로 일단 유의확률 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 칸 에서 기 빈

도가 5보다 작은 칸의 개수가 6개( 체의 37.5%)나 되고 기 도수가 ‘1’

미만인 칸도 4개나 되어 ²검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최종

학력에 따라 인식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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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문성
시형

충성
시형

비당
성
시형

공평성
시형 체

성

별

남성
70

(28.8%)
27

(11.1%)
45

(18.5%)
101
(41.6%)

243
(100.0%) ²=3.442

df=3

p=.328여성
15

(19.0%)
10

(12.7%)
14

(17.7%)
40

(50.6%)
79

(100.0%)

연

령

별

20
9

(39.1%)
2

(8.7%)
3

(13.0%)
9

(39.1%)
23

(100.0%)

²=42.236

df=9

p=.000

30
25

(23.4%)
22

(20.6%)
18

(16.8%)
42

(39.3%)
107

(100.0%)

40
23

(16.7%)
12
(8.7%)

34
(24.6%)

69
(50.0%)

138
(100.0%)

50
이상

28
(51.9%)

1
(1.9%)

4
(7.4%)

21
(38.9%)

54
(100.0%)

결

혼

여

부

미혼
11

(21.2%)
7

(13.5%)
10

(19.2%)
24

(46.2%)
52

(100.0%) ²=.963

df=3

p=.810기혼
74

(27.4%)
30

(11.1%)
49

(18.1%)
117
(43.3%)

270
(100.0%)

최

종

학

력

고졸
이하

0
(0.0%)

0
(0.0%)

5
(83.3%)

1
(16.7%)

6
(100.0%)

²=31.392

df=9

p=.000

문
졸

0
(0.0%)

0
(0.0%)

2
(25.0%)

6
(75.0%)

8
(100.0%)

졸
56

(28.3%)
26

(13.1%)
24

(12.1%)
92

(46.5%)
198

(100.0%)

학
원졸
이상

29
(26.4%)

11
(10.0%)

28
(25.5%)

42
(38.2%)

110
(100.0%)

체
85

(26.4%)
37

(11.5%)
59

(18.3%)
141
(43.8%)

322
(100.0%)

<표5-4>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정치 립 인식유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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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직무불만족과 EVLN과의 계 정치 립 인식유형

의 조 효과

1.측정변수의 타당성 신뢰성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구성개념들을 측정하는 도구의

정확성, 성을 평가하기 해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여기서는 척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함께 실시하 다.탐색 요인분석은 선행연구나 이론 배경

이 없는 경우,요인의 수를 이거나 새로운 공통요인을 발견하고자 하는

경우, 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한 경우 실시하는데,본 연구에서의 종속변

수인 EVLN 반응 양식의 경우 국내외 으로 아직 표 화된 척도가 존재

하지 않으며(유민 ·심형인,2012:434)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이

어 지문을 번역한 것으로서 그러한 번역 과정에서는 의미의 왜곡 가능

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탐색 요인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하 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직무불만족 변수의 경우 그 자체가 다차원 구성개념

의 성격이 강하며, 한 본 연구와 유사한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제

갈 돈,2002;오시 ,2006)에서 이 변수가 하 차원으로 분류되는데 있

어 일 성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19)역시 탐색 요인분석의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후술할 정치 립 인식의 조 효과 검증에 있어

PLS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할 것인바 이러한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탐색

요인분석보다 확인 요인분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미

,권순동,2008;GefenandStraub,2005).이에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수렴타당성과 별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19) 컨 ,제갈 돈(2002)의 연구에서는 외 보상,조직만족,동료 계 등 세 개의 하

요인으로 묶인 반면,오시 (2006)의 연구에서는 보직 업무,직장의 안정성,

자기발 가능성,동료와의 계 등이 하나의 요인으로,보수,승진이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등 두 개의 하 요인으로 묶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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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에는 SPSS18.0을 활용하 으며,확인

요인분석에는 SmartPLS3.0을 활용하 다.

1)탐색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1)타당성의 의미와 측정

엄 히 말하자면 여기서의 타당성은 구성타당성(constructvalidity)을

말한다.구성타당성이란 이론 구성개념과 그를 측정하는 도구가 얼마나

일치되는지의 정도를 말한다(김병섭,2008:202).이러한 구성타당성이 있

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내용타당성,기 련 타당성, 의의 구

성타당성 등 세 가지가 있다.

내용타당성은 측정도구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

는 내용을 표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이러한 내용타당성은 ① 다른

문가의 의견 청취,② 측정 상과 련된 기존 지식이나 이론 등을

단기 으로 사용,③ 패 토의,워크 등을 통해 계 문가들의 의견

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남궁 근,

2003:408).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성과가 감소하거나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조직 구성원이 경험하는 불만족과 그에 따른 불만족 반응

행동 개념을 측정하는 데 있어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신뢰성과 타

당성이 입증된 척도를 선정해 수정․보완함으로써 이를 확보하고자 하

다.20)

구성타당성은 측정도구를 반 인 이론 구조(overalltheoretical

framework)와 연결시켜 이것이 개념 이론 제와 어떠한 계를 이

20)한편 기 련타당성(criterion-relatedvalidity)은 하나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다른 기 을 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난 련성의 정

도를 의미하는데(남궁 근,2003:408),이러한 기 타당성은 이론 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 으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기 마련의 어려움,기 으로 사

용하는 속성 정의의 어려움,소요되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해 사용하기가 어려

워 실제 연구에서는 용이 어렵다고 한다(남궁 근,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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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타당도를 악하는 방법을 말한다(김병섭,

2008:513).이러한 구성개념타당성의 평가방법으로 다속성 다측정 방법

(multi-trailmulti-methodmatrix)과 요인분석(factoranalysis)에 의한 방

법 등이 있는바 여기서는 구성타당화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는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구성개념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탐색 요인분석

요인을 추출하기 하여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소수의 요인

을 추출하기 한 목 의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Lee& Kim,2002)을 하 으며,요인회 방식은 본 도구의 문항

이 사회심리척도에 해당하여 요인들 간에 완 히 독립 이지 않을 수 있

음을 고려하여 사각회 방식 직 오블리민(oblimin)(Francis,2004)을

이용하 다.사각회 법에 의한 요인 분석 결과는 구조행렬과 패턴행렬로

나타나는데,구조행렬은 각 요인이 각 문항에 해 갖는 고유 변량과 공

변량을 합친 값을 나타내는 반면 패턴행렬은 각 요인의 고유변량만을 나

타낸다(Nunnally& Bernstein,1994).따라서 보통 패턴행렬보다 구조행렬

에서 요인 부하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최성인·김창 ,2010:179).그럼에

도 불구하고 구조행렬에서 요인 부하량이 .30보다 거나 패턴행렬에서

두 요인 이상에 .30이상 부하되는 것은 문항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단,이러한 문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공통성이 0.4이상인 문항들로 요인을 선정하 으며,요인의 수

는 요인고유치(eigenvalue)1.0이상인 것과 스크리 도표 상 기울기가 평

탄해지는 기 을 기 으로 결정하 다.

① 직무불만족 변수의 탐색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직무불만족의 하 요소들을 측정하기 한 항목들은 아래

<표5-5>와 같다.직무불만족의 8개 단면별 기술통계와 직무 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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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5>직무불만족 측정 항목에 한 기술 통계a)

번호 항 목 평 균 표 편차
항목①과의

상 계b)

① 공직 생활 반 2.2422 .64876 1.000

② 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2.2360 .70614 .691**

③ 직업의 안정성 1.8261 .61715 .502**

④ 직장 동료와의 계 1.9565 .53358 .489**

⑤ 자신의 성장과 발 가능성 2.4161 .82454 .708**

⑥ 사무실 환경 2.8727 .95013 .429**

⑦ 여수 3.3261 .92854 .406**

⑧ 승진 3.1460 .87567 .420**

⑨ 교육훈련 2.8758 .91888 .427**

a)척도(역코딩):1=매우 만족,2=만족,3=보통,4=불만,5=매우 불만

b)Pearson상 계수(양측):**=p<.01

포 인 직무불만족과의 상 계를 살펴보면,응답자들은 직무 반

각 단면별 평가에서 체로 1~5 척도의 간인 3(보통)이하의 불만족

도를 표 하고 있으나 여수 ,승진에 해서는 보통 이상의 불만족도

를 보이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단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응답자들은 체로 직무에

한 불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답하고 있어 반 인 직무불만족도를 묻는

항목①은 특정한 부정 인상이나 경험을 반 하기에 무 범 한 측정

임을 알 수 있다(제갈 돈,2002:268).아울러 포 불만족에 한 항목

①과 각 단면 측정 항목간의 상 계를 보면 모든 상 계가 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각 항목은 직무 반에 해 묻는 항목①의

구성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무불만족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먼 자료

가 요인분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하여 Kaiser-Meyer-Olkin검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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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853이었으며,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0으로 본 자

료가 요인분석으로 함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공통성은 .40이상이었으며,2개의 요

인으로 묶 다.항목②,③,④,⑤가 하나의 요인으로,항목⑥,⑦,⑧,⑨

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 다. 체로 자는 외재 직무불만족을 측정하

는 항목들로,후자는 내재 직무불만족을 측정하는 항목들로 묶인 것으

로 볼 수 있다.그러나 내재 직무불만족 측정 항목들과 함께 묶인 항목

④(직장동료와의 계)는 원래 외재 직무불만족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

로 상되었던바 따라서 타 항목과의 논리 계를 고려하여 이 문항을

요인에서 제외하 다.그리고 항목③(직업의 안정성)은 내재 직무불만족

측정 항목들과 함께 묶 으나 선행연구에서 내재 요소인지 외재 요소

인지 여부에 해 연구자들 간 논란이 있는 을 고려하여 제외하 다.

마찬가지로 외재 직무만족으로 묶인 항목⑨(교육훈련)역시 논란이 있

는 을 고려해 제외하 다.

이들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묶

다.다만 항목⑥(사무실 환경)의 경우 패턴행렬에서 두 요인에 모두 .30

이상이 부하되어 문항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하여 제외하

다.

마지막으로 항목⑥(사무실 환경)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 항목②,

⑤가 하나의 요인으로,항목⑦,⑧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 다.모든 항목

에서 공통성은 .40이상이었다.이들 두 개 요인에 의해 설명된 총 분산은

85.759%이었으며,각 요인과 요인 재값은 <표5-6>과 같다.

체로 요인1은 외재 직무불만족을,요인2는 내재 직무불만족을 측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각 요인별로 문항이 2개에 불과하여 이들

변수들을 포 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이에 이들

요인의 내용을 반 하여 각각 ‘보상불만족’,‘업무불만족’으로 명명하 다.

이후 분석에서는 이들 두 요인에 포함된 각 항목들에 한 응답자의 평

가를 평균하여 종합 인 ‘보상불만족’변수,‘업무불만족’변수로 사용하기

로 하겠다.아울러 앞의 가설 설정 부분에서 ‘내재 직무불만족’과 ‘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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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6>직무불만족에 한 요인분석 결과(패턴행렬)

항 목
추출요인, 재값

요인1 요인2

⑧ 승진 .926 -.041

⑦ 여수 .861 .143

② 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115 .978

⑤ 자신의 성장과 발 가능성 .246 .759

고유값(eigenvalue) 2.396 1.087

설명된 분산(%) 59.897 25.862

설명 분산 (%) 59.897 85.759

직무불만족’에 해 설정했던 가설들은 모두 ‘보상불만족’과 ‘업무불만

족’에 한 가설을 설정한 것으로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② 불만족 반응행동(EVLN)변수의 탐색 요인분석

다음으로 불만족 반응행동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먼

자료가 요인분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하여 Kaiser-Meyer-Olkin검정

결과 .785이었으며,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0으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으로 함이 확인되었다.

공통성이 각각 .161과 .223으로 기 에 미달한 항목②(업무상 문제가 발

생하면 잘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와 항목⑮(동료들과 가끔 우리

부처의 문제 에 해 이야기하곤 한다)를 제외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묶 다.다만 항목⑥(상사들이 내리는 결정을 따르

며 더 열심히 일한다)과 항목⑪(우리 조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스스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외부에 그 사실을 알릴 것이

다)의 경우 패턴행렬에서 두 개 요인에 .30이상이 부하되어 문항의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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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하여 제외하 다.이들 문항을 제외하고 다

시 분석한 결과 이번에는 항목⑬(나는 윗사람의 을 피해 동료들과 잡담

이나 근무와 상 없는 개인 인 일들을 하곤 한다)과 항목⑯(내년까지는

다른 직장을 구할 생각이다)이 패턴행렬에서 두 개 요인에 .30이상이 부

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문항도 제외하 다.

이들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공통성은 .40

이상이었으며,4개의 요인으로 묶 다.이들 네 개 요인에 의해 설명된 총

분산은 72.194% 으며,각 요인과 요인 재값은 <표5-7>과 같다.

이들 네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태만,이탈,충성,발언 변수를 측정한 척

도의 의미를 그 로 담고 있다고 단하여 그 명칭을 유지하여 각각 ‘태

만’,‘이탈’,‘충성’,‘발언’으로 명명하 다.

이후 분석에서는 이들 네 요인에 포함된 각 항목들에 한 응답자의 평

가를 평균하여 종합 인 ‘이탈’,‘발언’,‘충성’,‘태만’변수로 사용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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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7>불만족 반응행동에 한 요인분석 결과(패턴행렬)

항 목
추출요인, 재값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⑨ 내가 맡고 있는 일에 해 건성으로

일하는 때가 가끔 있다.
.821 .068 .052 -.067

⑤ 뭔가 일을 해야 할 때도 모른 척

지나가는 일이 종종 있다.
.799 .099 .046 .059

① 일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다.
.737 -.084 -.148 -.080

⑧ 나는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지 고민

이다.
-.089 .849 -.097 -.143

④ 최근에 다른 직장을 찾기 해 정보를

탐색한 이 있다.
.164 .836 .111 .182

⑫ 이 직장을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075 .693 -.139 -.174

⑭ 부처 구성원은 자신의 소속 부처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101 .120 .838 .042

⑩ 업무상 일어난 문제에 해 말하지 않고,

우리 부처 직원들이 조직에 해 비 할

때도 좋게 이야기한다.

.070 -.192 .838 -.083

⑦ 업무상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해

사내 제안제도를 활용한다.
.066 -.122 -.062 .885

③ 우리 조직에 이득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이 실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89 .079 .040 .739

고유값(eigenvalue) 3.417 1.451 1.278 1.068

설명된 분산(%)
34.17

3

14.51

4

12.77

9

10.72

7

설명 분산 (%)
34.17

3

48.68

8

61.46

7

72.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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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뢰성 분석

신뢰성은 측정된 결과의 안정성(stability),일 성(consistency),정확성

(accuracy), 측가능성(Predictability),의존가능성(dependability)등으로

표 될 수 있다.Campbell과 Fiske(1959)는 이러한 신뢰성을 “최 한 비

슷한 방법으로 같은 속성을 측정할 경우 두 방법 간의 일치 정도”로 정의

하고 있으며,Selltiz(1976:182)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상을 일

성 있게 측정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요컨 ,신뢰성은 동일한 개념

에 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성은 어떤 조사결과에 해서 이 조사결과가 부정확한 측정

자료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에 한 확신성을 수 있다

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그러나 신뢰성 있는 측정이었다고 해

서 반드시 변수 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그러므

로 신뢰성은 연구결과와 그 해석을 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검사법(test-retestmethod),복수양식법

(multiple form method), 반분법(split-half method), 내 일 성법

(internalconsistencymethod)등이 있다.그런데 이 에서 재검사법,복

수양식법,반분법은 시간과 비용,그리고 유사한 난이도의 새로운 설문도

구를 개발하여야 하는 단 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속성

(하나의 변수)를 측정하는 다수의 문항들이 서로 일 성을 유지하는 정도

를 측정하는 내 일 성 방법을 통해 신뢰도를 측정하기로 하 다.내

일 성법에서는 신뢰도의 정도를 Cronbach‘sα값으로 나타내는데, 체로

α값이 .60이상이면 만족할 만한 수 으로 보고 있으나,.50만 되어도 사

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김호정,2004:2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각 측정항목들을 상으로 신뢰성분

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α값이 부분 0.70이상이고,α값이 가장

낮은 발언 변수의 α값도 0.6에 근 하여 체 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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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8>신뢰성 분석 결과

변수명

신뢰성 분석 신뢰성 분석 후

문항
Cronbach's

α 
문항

Cronbach's

α 
비고

업무불만족 2문항 .758 2문항 .758

보상불만족 2문항 .770 2문항 .770

불만족

반응

행동

이탈 3문항 .765 3문항 .765

발언 2문항 .582 2문항 .582

충성 2문항 .605 2문항 .605

태만 3문항 .742 3문항 .742

확보하 다고 할 수 있겠다.

2)확인 요인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에 한 수렴타당성과 별타

당성을 살펴보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그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수렴타당성(convergentvalidity)분석

우선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과 유의성,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Extracted,AVE),개념신뢰도(ConstructReliability,C.R.)등을

통해 각 구성개념의 수렴타당성을 검증하 다.21)그 결과 모든 구성개념

21)수렴타당도가 있다고 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한다

(우종필,20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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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9>독립변수,종속변수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변수 설문문항 요인부하량

요인부하량

의

t-값

구성개념

신뢰도

(C.R.)

평균분산

추출

(AVE)

업무

불만족

2 .911 82.110
.894 .808

5 .886 49.045

보상

불만족

7 .911 45.720
.897 .813

8 .892 47.516

불만족

반응

행동

이

탈

4 .742 19.608

.864 .6808 .838 37.321

12 .888 66.812

발

언

3 .846 23.903
.834 .715

7 .846 22.041

충

성

10 .890 25.291
.838 .721

14 .806 15.305

태

만

1 .767 20.238

.853 .6605 .791 17.861

9 .876 40.421

의 요인부하량이 0.7이상으로 나타났고,유의성(t-값)도 모두 1.965이상이

었으며22),모든 평균분산추출값도 0.5이상,구성개념신뢰도도 0.7이상으

로 나타났다.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모두 집 타당성이 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요인부하량:0.5~0.95(0.7이상이면 바람직)

‧유의성:CriticalRatio(=t-값)=1.965이상

AVE(평균분산추출) ‧0.5이상

구성개념신뢰도 ‧0.7이상

22)<표>에서 요인부하량의 t-값은 bootstrapping(표본 수 500)을 수행하여 나온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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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0> 별타당성 분석

업무

불만족

보상

불만족
이탈 발언 충성 태만

업무

불만족
.899*

보상

불만족
.467 .902*

이탈 .519 .351 .825*

발언 -.330 -.323 -.288 .846*

충성 -.350 -.223 -.304 .218 .849*

태만 .360 .225 .384 -.417 -.216 .813*

AVE .808 .813 .680 .715 .721 .660

주)*는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제곱근값

(2) 별타당성(discriminantvalidity)분석

구성개념 사이에서 별타당성이 있다고 하기 해서는 ① 잠재변수 각

각의 평균분산추출(AVE)값이 상 계수의 제곱보다 크거나( 는 잠재변수

각각의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 값이 상 계수 값보다 크거나),②

잠재변수간 상 계를 보여주는 상 계수의 신뢰구간(=상 계수 ±2×

표 오차)이 1.0을 포함하지 않거나, 는 ③ 구성개념간 자유로운 상 을

갖는 비제약모델(unconstrained model)과 두 구성개념간 공분산

(covariance)을 1로 고정시킨 제약모델(constrainedmodel)간의 ²차이

가 유의 (²=3.84이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한다(우종필,2012:171).

이 기 들 에서 첫 번째 기 을 사용하여 구성개념들 사이의 별타

당성을 검증하 다.분석결과 모든 변수들 간 계에서 잠재변수 각각의

AVE의 제곱근값이 상 계수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5-10> 참

조).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구성개념들 간에는 별타당성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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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변수의 평균·표 편차·상 계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변수 간 Pearson상 계 분석을 실시

하 다.독립변수인 직무불만족의 경우 업무불만족은 2.33으로 1~5 척도

의 간인 3(보통)보다 낮았으나,보상불만족은 3.23으로 보통 이상의 불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속변수의 경우 발언,충성,태만,이탈 순으로 각각 3.23,2.96.2.40,

2.13으로 나타났다.이는 재 앙부처 공무원들이 체로 발언,충성과

같이 조직에 건설 (constructive)인 차원의 반응을 이탈,태만과 같은

괴 (destructive)차원의 반응보다 더 많이 보인다는 것으로서 정 이

라 평가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보면,업무불만족은 이탈(r=.49,

p<.01)과 비교 강한 정(+)의 계가,태만(r=.35,p<.01)과는 낮은 수

의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발언(r=-.32,p<.01),충

성(r=-.33,p<.01)과는 낮은 수 의 부(-)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불만족 한 업무불만족과 유사하게 이탈(r=.34,p<.01),태만(r=.23,

p<.01)과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강도는 상 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발언(r=-.32,p<.01),충성(r=-.22,p<.01)과

도 낮은 수 의 부(-)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역시 그 계의

강도가 업무불만족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불만족이 보상불만족에 비해 공무원의 반응행동과

상 으로 더 강한 정(+) 는 부(-)의 계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기존의 EVLN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가 체로 발언,충성과는 정

(+)의 계에 있고,이탈,태만과는 부(-)의 계에 있는 것으로 획일 으

로 보고하고 있는데,본 연구와 같이 직무만족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

어 살펴 본 결과 직무만족의 원천에 따라 EVLN 반응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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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

균

표

편차

EVLN 업무

불만

족

보상

불만

족exit voice loyalty neglect

E

V

L

N

exit 2.13 .724 1.00

voice 3.23 .653 -.26** 1.00

loyalty 2.96 .780 -.26** .23** 1.00

neglect 2.40 .693 .37** -.41** -.23** 1.00

업무불만족 2.33 .689 .49** -.32** -.33** .35** 1.00

보상불만족 3.23 .814 .34** -.32** -.22** .23** .48** 1.00

주)**:p<.01

<표5-11>주요 변수들의 평균,표 편차,상 계(n=322)

한편 불만족 반응행동의 경우,이탈은 태만(r=.37,p<.01)과는 정(+)의

계가 있는 반면,발언(r=-.26,p<.01),충성(r=-.26,p<.01)과는 부(-)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건설 차원과 괴 차원은 차원 간

(inter-dimension)에 부(-)의 계가 있는 반면 능동 차원(즉,이탈,발

언)과 수동 차원(태만,충성)은 차원 내(intra-dimension)에 부(-)의

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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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무불만족과 EVLN과의 계:가설1,2의 검증

1)불만족 변수가 EVLN에 미치는 향

가설1“업무불만족은 불만족 반응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2“보상불만족은 불만족 반응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하여 불만족 반응행동(EVLN)을 종속변수로 하는 업무불만족

과 보상불만족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우선 이탈(exit)과 발언(voice),충성(loyalty),태만(neglect)네 모형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Value=16.549,p<.001;

F Value=19.570,p<.001;F Value=10.618,p<.001;F Value=13.857,

p<.001).그리고 각 모형의 AdjustedR2는 .279,.316,.193,.243으로 나타

났다. 모든 독립변수의 공차한계가 .675~.930 사이에 있고, VIF도

1.076~1.480사이에 있어 독립변수 간의 다 공선성도 네 모형 모두 문제

가 되지 않는 수 으로 단된다.23)

먼 독립변수인 업무불만족과 보상불만족이 불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첫째,불만족 변수가 이탈(exit)반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표5-12>에서 업무불만족,보상불만족 모두 이탈 반응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1-1채택,가설2-1채택].

이는 업무 자체에 한 불만족도가 높을수록,그리고 보수,승진과 같은

직무 외 조건에 해 불만족할수록 이직하거나 다른 직장을 탐색하는

노력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그리고 두 불만족 변수의 상 향을 보

면 업무불만족의 β값이 .389로 보상불만족(.161)보다 두 배 이상으로서,

이탈 반응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내재 직무만

족이 외재 직무만족보다 이직의도와 더 강한 부(-) 계에 있다는

Udechukwu(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정리하면 보

23)독립변수간 다 공선성을 단하는 일반 인 기 은 공차한계 0.1이하,VIF10

이상이다(김호정,2004:391).즉,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VIF가 10이상이면

다 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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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 승진기회와 같은 직무 외 조건에 한 불만도 공무원이 이직을 고

려하는 유의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재 맡고 있는 업무나 자신의 성장과

발 가능성에 한 불만이 공무원이 이직을 고려함에 있어 더 요한 요

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불만족 변수가 발언(voice)반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표

5-12>에서 업무불만족,보상불만족 모두 발언 반응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1-2채택,가설2-2채택].이는 업무 자

체에 한 불만족도가 높을수록,그리고 보수,승진기회와 같은 직무 외

조건에 해 불만족할수록 조직 문제의 개선에 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하는데 소극 이 된다는 의미이다.그리고 두 불만족 변수의 상

향을 보면 보상불만족의 β값이 -.294로 업무불만족(-.172)보다 발언 반

응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재 맡고 있는 업무나

자신의 성장과 발 가능성에 한 불만보다 보수나 승진기회와 같은 직무

외 조건에 한 불만이 공무원이 조직에 정 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자 하는 동기를 해하는 더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에서 발언 반응에 해 보수,승진기회와 같은 외재 직

무만족 요소의 향력이 더 크거나 유의한 것으로 나온 은 기존 이론과

다소 상충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즉,기존 이론들에서는 생요인과 같

은 불만족 요인의 해소로는 조직구성원의 만족과 동기유발을 가져올 수

없다거나(동기 생이론),외재 보상을 받을 경우 과업에 한 흥미(내재

보상)를 감소시킨다(인지평가이론)는 주장과 맞지 않는 것이다.무엇보

다 이러한 이론들의 근 에 자리 잡고 있는 내재 만족요인이 외재 만

족요인보다 우월하다는 제(한주희·고수일,2002:266)에 어 나는 결과

라 할 수 있다.추가 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료에 한 구성원들의 인지가 조직시민행동의

가장 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연구결과(Organ& Konovsky,1989)가 있는

가 하면,반 로 외 직무만족은 조직시민행동 고취 참여(‘업무 능

률 향상,개선을 하여 극 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최신기술이나

지식을 상사들에게 제공한다’등의 문항으로 구성)에 해 유의한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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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연구 결과(김용재,2002;Bhutto,2012)도 있는 등 아직 일반화된

지식 구축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셋째,불만족 변수가 충성(loyalty)반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표5-13>에서 업무불만족은 충성 반응에 유의한 부(-)의 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보상불만족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가설1-3채택,가설2-3기각].이는 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자

신의 발 가능성에 한 불만족도가 높을 경우 충성 행동을 할 가능성,

즉,조직의 문제를 비난하지 않거나 극 으로 조직을 옹호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다.이는 공무원들로 하여 조직에 유익한 충성 행동

을 유도하기 해서는 업무 본질 인 문제에 있어서의 불만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하겠다.한편 선행연구에서는 내재

직무만족과 외재 직무만족 모두 조직구성원의 스포츠맨십(조직에 한

불평,비난을 삼가고 참는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용

재,2002)와 두 직무만족 변수 모두 스포츠맨십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정반 의 연구결과(Bhutto,2012)가 혼재하는 등 아직 일반화된

지식 구축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넷째,불만족 변수가 태만(neglect)반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표5-13>에서 업무불만족,보상불만족 모두 태만(neglect)반응에 유의한

정(+)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1-4채택,가설2-4채택].이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한 불만족도가 높을수록,그리고 보수,승진기회

등 직무 외 조건에 해 불만족할수록 업무를 건성으로 하거나,상사의

을 피해 개인 인 일을 보는 등 태만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그리고 두 만족 변수의 상 향을 보면 업무불만족의 β값

이 .259로 보상불만족(.168)보다 태만 반응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리하면 보수나 승진기회와 같은 직무 외 조건에 한 불만

도 공무원이 태만 행동을 하게 만드는 유의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업무 자

체에 한 불만이 공무원의 태만 행동을 유발하는 더 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편 선행 연구에서는 내재 직무만족의 구

성요소로 할 수 있는 직무자율성이 태만 반응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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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2>불만족이 이탈,발언 반응에 미치는 향

독립변수

종속변수:이탈(exit) 종속변수:발언(voice)

B β t B β t

(상수) .905 3.749*** 3.528 16.638***

업무불만족 .409 .389 7.004*** -.163 -.172 -3.183**

보상불만족 .144 .161 2.863** -.236 -.294 -5.350***

성별 .288 .171 3.205** -.139 -.092 -1.762

학력 -.091 -.060 -1.034 .136 .099 1.765

결혼여부 -.046 -.023 -.435 -.074 -.042 -.806

직 -.031 -.052 -.901 .091 .171 3.044**

직군 -.122 -.081 -1.656 .237 .175 3.657***

재직기간 .000 .021 .374 .002 .350 6.467***

R²(adj.R²d) .297(279) .333(.316)

F 16.540*** 19.570***

주)*:p<0.5,**:p<0.01,***:p<0.001
주)성별:남=0,여=1;학력: 졸 이하=0, 학원졸 이상=1;결혼 여부:미혼=0,
기혼=1;직군:행정직군=0,기술직군 기타=1

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Naus,2007)나 태만 반응의 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역할행동(in-rolebehavior,‘주어진 임무를 완수한다’,‘직무 기술

서에 서술된 책임을 완수한다’,‘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태만시한다(R)’등

의 문항으로 구성)변수와 내재 ·외재 직무만족 간에 유의미한 상

계가 없다는 연구(Williams& Ander,1991)가 있는 등 경험 연구에서

도 내재 직무만족/불만족이 외재 직무만족/불만족보다 태만 반응에

더 큰 향력을 미친다는 명제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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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3>불만족이 충성,태만 반응에 미치는 향

독립변수

종속변수:충성(loyalty) 종속변수:태만(neglect)

B β t B β t

(상수) 3.704 13.459 1.852 7.817***

업무불만족 -.319 -.281 -4.791*** .261 .259 4.553***

보상불만족 -.083 -.087 -1.460 .143 .168 2.909**

성별 -.147 -.081 -1.437 .077 .048 .877

학력 -.149 -.091 -1.486 -.279 -.191 -3.228**

결혼여부 -.004 -.002 -.031 .276 .147 2.680**

직 -.002 -.004 -.062 -.070 -.122 -2.071*

직군 .213 .132 2.538* -.253 -.176 -3.497**

재직기간 .002 .268 4.559*** -.001 -.221 -3.880***

R²(adj.R²d) .213(.193) .262(.243)

F 10.618*** 13.857***

주)*:p<0.5,**:p<0.01,***:p<0.001

주)성별:남=0,여=1;학력: 졸 이하=0, 학원졸 이상=1;결혼 여부:미혼=0,기혼=1;
직군:행정직군=0,기술직군 기타=1

2)인구사회학 특성 경력 특성 변수들이 EVLN에 미치는 향

다음으로 성별,최종학력( 졸 이하, 학원졸 이상),결혼 여부 등 인구

사회학 특성 변수들과 직 (하 직 (6~9 ),상 직 (2~5 )),직군(행

정직군,기술직군 기타),재직기간 등의 경력 특성 변수들이 불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24)먼 <표5-12>에서 통제변수들

24)설문조사에서는 연령 변수에 한 측정도 이루어졌으나 이 변수는 재직기간과 상

계가 높아(r=.735)다 회귀분석 과정에서는 이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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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탈 반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이탈 반응에는 성별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남성보다 여성일수

록 이탈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12>에서 통제변수들이 발언 반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발

언 반응에는 직 ,직군,재직기간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직 이 높을수록,행정직군보다 기술직군일수록,그

리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발언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13>에서 통제변수들이 충성 반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충

성 반응에는 직군과 재직기간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즉,행정직군보다 기술직군일수록,재직기간이 길수록 충성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13>에서 통제변수들이 태만 반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학

력,결혼여부,직 ,직군,재직기간이 태만 반응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학력이 낮을수록,미혼보다 기혼일수

록,직 이 낮을수록,기술직군보다 행정직군일수록,재직기간이 짧을수록

태만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유의미한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여성보다 남성이 이탈 반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학력이 높을수록 태만 반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미혼보다 기혼이 태만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두 변

수간 계에 해 Ngo등(2002)은 기혼자의 경우 부양하는 가족이 부담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④ 직 이 높을수록 발언 반응이 높고,태만 반응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본 연구에서의 측정 문항상 발언 반응은 조직에 이득이 되는 아이

디어나 의견의 제시에 가깝다.그러므로 이 결과는 고 직으로 갈수록 조

직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의견을 더 많이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직에 권력과 권한이 집 되는 우리 정부조직 특성상 직 이 높

을수록 발언권과 아이디어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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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⑤ 행정직군보다 기술직군이 발언 반응은 높고,태만 반응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⑥ 재직기간이 길수록 발언과 충성 반응이 높으며,태만 반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보통 재직기간이 길수록 안정성을 추구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장기 재직에 따른 상 으로 높은 임 으로 그것

을 지키기 해 조직 이탈이 어들 것이라는 일반 인 상과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연 확보에 따른 노후 보장 등 공직 사회 특유의 요

인이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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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 립 인식 유형의 조 효과:가설3,4의 검증

가설3“업무불만족이 불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향이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가설4“내재 직무만족

이 불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향이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PLS(partial

leastsquare)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 다.

한편 조 효과 분석 결과에 한 보다 타당성 있는 해석을 해 ·

직 공무원 4인(각 인식유형별로 2명씩)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으

며,그 결과를 활용하 다.조사는 주로 면 면 방식을 주로(1명은 서면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 음)하 으며,25)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10일부

터 12월 12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1)PLS구조방정식모형

통상 선형회귀분석을 안정 으로 실시하기 해서는 데이터의 수(n)가

독립변수의 수(p)의 10배는 되어야 하며,최소한 5배는 되어야 한다고 보

는데(이일 , 2014: 444) 학자에 따라서는 n>50+8p(Green, 1991),

n>50+p(Harris,1985)등 데이터의 수가 최소 50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

는 경우도 있다.이 게 볼 때 성별,직 등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독립변수인 업무불만족과 보상불만족 등 두 가지 변

수가 EVLN에 미치는 향만을 살펴보기 해서도 52~66개 정도의 표본

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조 효과 즉,인식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서는 각 인식유형별로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해야만 한다.이 경우 자율-

문성 시형은 85개,충성 시형은 37개 등 표본수가 어 다 회귀분

25)면 은 반구조화 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면담 내용은 정치 립에 인식,

정권변화에 따른 정책변동 ,업무변동,조직개편에 한 응 경험,정무직과의 갈

등시 응 경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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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인과 계를 추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이 게 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할 경우 그 결과는 오차가 크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 은 수의 표본으로도 인과 계를 추론할

수 있는 PLS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사용하 다.PLS 구조방정식모델링은

H. Wold(1982)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구조방정식 모델링(Structural

EquationModeling)의 안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이 기법은 추정과정

에서 발생하는 잔차를 최소화(측정변수들의 측정오차와 잠재변수간의

측오차를 최소화)하여 추정계수의 측력을 극 화하는데 목 을 둔 기법

으로서,특히 주성분에 기반(principalcomponentestimation)을 둔 추정모

형이다(EspositoVinzietal.2010:3).

이와 더불어 측치별 잠재변수의 값(잠재변수간의 상 행렬을 보고함)

을 구할 수 있으며,반 지표모델(reflectivemodel)뿐만 아니라 조형지표

모델(formativemodel),재귀모델(recursivemodel)등에서 분석이 가능하

다.특히 표본의 크기가 상 으로 작은 경우(30개 이하)에도 분석이 가

능하다는 장 이 있다(Wetzels etal.2009:177-195;구동모,2013:

305-356,김계수,2013:164-171).구조방정식모델링과 비교한 PLS구조방

정식모델링의 특징은 아래 <표5-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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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4>구조방정식모델링과 PLS구조방정식모델링 비교

구분 구조방정식모델링 PLS구조방정식모델링

목 체 구조방정식 모형의 최 화

모형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차의 최소화를 통한

측력의 극 화

조건
측정변수의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

상 으로 큰 표본 크기 필요

-분포에 한 가정 없음

-작은 표본 크기로도 모델 추정

가능

모델의

추정

-최 우도법에 기반한 모수추정법

- 측 표본 상 행렬의 차이

최소화

를 통한 모수 동시 추정

-주성분분석에 기반한 반복

으로 수행하는 모수

추정법

-OLS를 활용한 다단계 반복과

정으로 모수 추정

측정변

수의

척도

비율,구간,순서척도 비율,구간,순서,명목척도

잠재변

수의

추정

측정변수는 잠재변수를 반 하는

반 지

표로 가정되므로 잠재변수 값의

추정

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각 측정변수의 선형조합에 따라

직 구해짐

자료)류은 (2013:245)

PLS를 사용하는 경우 모형 분석을 해 필요한 표본 수는 ① 조형지표

모형에서의 여러 구성개념들 가장 많은 조형지표를 통해 측정이 이루

어지는 구성개념에서의 조형지표수의 10배, 는 ② 구조모형에서 여러

잠재변수들 가장 많은 구조경로를 가진 잠재변수에서의 경로수의 10배

로 알려져 있다(Hairetal.2011:144).본 연구의 경우 구조모형이며,가

장 많은 구조경로를 가진 잠재변수들은 이탈,반응,충성,태만 등으로 모

두 업무불만족,보상불만족 등 2개의 구조경로로 이루어져 있다.따라서

20개의 표본이 최소표본수라 할 수 있다.이 게 볼 때 본 연구에서 표본

크기가 가장 작은 충성 시형 집단의 표본수가 37개로서 이러한 기 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 에 의해 PLS모형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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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통계 검증력(statisticalpower)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에

Chin& Newsted(1999:327)는 Cohen(1988)이 제시한 통계 검증력 기

을 통해 표본 수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 는데,본 연구에서는 통계 검

증력 분석용 소 트웨어인 G*Power3.1.9.2(2014)를 사용하여 최소 표본수

를 계산하 다.즉, G*Power에서 다 회귀분석에서의 최소 표본 수 계

산을 해 F-test→ Linear multiple regression:Fixed model,R²

deviationfrom zero→ A priori:Computerequiredsamplesize-given

α,power,andeffectsize를 선택하고,effectsizef2=0.35(large),⍺ error

probability=0.05,power=0.80,numberofpredictors=2(업무불만족,보상불

만족)를 입력변수로 지정한 결과 최소 필요 표본수는 31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기 에 의할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의 표본수는 최소 기 은 충

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정치 립 인식 유형의 조 효과 검증

(1)구조모형의 합도

PLS는 내생변수의 설명력을 최 화하는 것,즉 분산설명력을 최 화하

거나 구조오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 이다.따라서 AMOS나 LISREL

등을 사용하는 공분산구조모형에서 쓰이는 합도 지수들이 사용되지 않

는다(Chin1998;Vinzietal.2010). 신에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종합하

여 PLS의 측 합도와 반 합도를 평가한다(김 인·.최용주,2013:

126).첫째,내생변수의 복성(redundancy)값을 측 합도 지수로 사용

하며,이 값이 0보다 크면 측 합도가 있는 것으로 단한다.(Chin

1998;Tenenhausetal.,2005).둘째,내생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

계수 R2값을 측 합도 지수로 사용하며,상(0.26이상), (0.13～0.26),

하(0.02～0.13)로 구분하여 단한다.(Cohen,1988).셋째,구조모형의 반

합도는 모든 내생변수의 R2의 평균과 각 차원들의 공통성

(communality)평균을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산출하며,상(0.3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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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36),하(0.10~0.25)로 구분하여 단한다(Tenenhausetal.,2005).

와 같이 3가지 방법을 용하여 자율- 문성 시형,충성 시형 등

두 집단의 불만족 변수와 이탈,발언,충성,태만 각 모형별 합도를 확

인한 결과는 <표5-15>와 같다.첫째,두 집단별 내생변수의 복성

(redundancy)지표가 모두 양수로 나타났다.즉,자율- 문성 시형 집

단의 내생변수들인 이탈,발언,충성,태만의 복성이 각각 .223,.243,

.273,.131로,충성- 시형 집단의 그것은 각각 .262,.206,.233,.156으로

모두 양수로 나타났다.

둘째,두 집단별 내생변수의 R2값이 모두 상과 의 값을 나타내고 있

다.자율- 문성 시형 집단의 내생변수들인 이탈,발언,충성,태만의

R2값이 각각 .358,.291,.328,.190으로 태만 반응만 이고 나머지는 모두

상으로 나타났으며,충성 시형 집단의 그것은 각각 .354,.415,.458,.197

로 역시 태만 반응만 이고 나머지는 모두 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별 반 합도는 모두 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자율- 문성 시형 집단에서 네 모형별 합도가 각각 .507,.483,

.514,.369로,충성 시형 집단의 그것은 각각 .538,.555,.565,.386으로

모두 상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본 연구의 구조모형들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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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5>구조모형의 합도

자율- 문성 시형 충성 시형

R2
공통성

(commu

-nality)

복성

(redund

a-ncy)

R2
공통성

(commu

-nality)

복성

(redund

a-ncy)

업무불만족 .847 .766

보상불만족 .683 .946

이탈(exit) .358 .624 .223 .354 .739 .262

평균 .358 .718 .354 .817

반

합도
.507 .538

업무불만족 .838 .785

보상불만족 .734 .945

발언(voice) .291 .836 .243 .415 .496 .206

평균 .291 .803 .415 .742

반

합도
.483 .555

업무불만족 .848 .636

보상불만족 .733 .946

충성(loyalty) .328 .833 .273 .458 .508 .233

평균 .328 .805 .458 .697

반

합도
.514 .565

업무불만족 .847 .532

보상불만족 .615 .945

태만(neglect) .190 .688 .131 .197 .790 .156

평균 .190 .717 .197 .756

반

합도
.369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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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6>집단별 경로계수 유의성

경로

자율- 문성 시형

(n=85)

충성 시형

(n=37)

표 화된

경로계수

(β)
t-값

표 화된

경로계수

(β)
t-값

업무불만족 → 이탈(exit) .611 6.880*** .596 4.765***

보상불만족 → 이탈(exit) -.040 .372 -.002 .018

업무불만족 → 발언(voice) -.479 5.723*** .620 1.433

보상불만족 → 발언(voice) -.132 1.838 -.752 3.444**

업무불만족 → 충성(loyalty) -.583 6.786*** -.874 3.138**

보상불만족 → 충성(loyalty) .031 .307 .539 1.256

업무불만족 → 태만(neglect) .274 2.612** .360 1.203

보상불만족 → 태만(neglect) .261 1.652 -.370 1.506

주)*:p<0.5,**:p<0.01,***:p<0.001

(2)집단별 경로계수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

체 인 구조모형의 합도가 유의한 것으로 단되어 PLS를 이용하

여 분석을 실시하 다.우선 가설 검정에 앞서 자율- 문성 시형,충성

시형 각각의 집단에서 불만족 변수와 EVLN간의 계를 분석하 는데,

그 결과는<표5-16>과 같다.이 <표>는 각 집단별로 PLSalgorithm을 통

해 나온 표 화된 경로계수들과 표본자료로부터 복원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표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방식(Tenenhausetal.,2005)인 부트스트

랩(bootstrapping)을 통한 반복추출 서 샘 링(500개)생성을 통해 계산

된 경로계수의 t값을 제시한 것이다.

<표5-16>를 통해 두 집단별로 불만족 변수와 EVLN간의 계를 살펴

보면,우선 ‘자율- 문성 시형’집단에서는 업무불만족이 이탈(β=.611,

p<.001)과 태만(β=.274,p<.01)반응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발언(β=-.479,p<.001)과 충성(β=-.583,p<,001)반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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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상불만족은 네 가지 반응 양식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상불만족이 이탈 반응에 부(-)의 향을 미

치고,충성 반응에 정(+)의 향을 미치는 등 체 집단에 한 조사결과

와 다른 행태가 발견되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정리하면 ‘자율- 문성 시형’은 보수,승진기회와 같은 직무 외 조

건에 한 불만보다 업무 자체에 한 불만에 더 향을 받으며,이러한

업무에 한 불만족이 높을수록 이탈과 태만 반응이 높고,발언과 충성

반응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이는 ‘자율- 문성 시형’은 업무를 스스

로 단해서 수행하는 것을 시하는 바 그러한 성향이 반 된 결과라

단된다.

다음으로 ‘충성 시형’집단에서는 업무불만족이 이탈(β=.596,p<.001)

반응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충성(β=-.874,p<.01)반응

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보상불만족은

발언(β=-.752,p<.01)반응에만 통계 으로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의 체 집단에 한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이 집단에서는 업무

불만족이 발언 반응에 정(+)의 향을 미치고,보상불만족이 충성 반응에

정(+)의 향을 미치고 이탈과 태만 반응에 부(-)의 향을 미치는 등

체 집단에 한 조사결과와 다른 행태가 발견되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정리하면,‘충성 시형’은 업무 자체에 한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탈

반응이 높고,충성 반응이 낮으며,보수,승진과 같은 직무 외 조건에

한 불만족이 클수록 발언 반응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업무불만족에 한 반응이라 할 수 있

다.‘충성 시형’은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의견과 무 하게 집권한 정

부의 정책 실 을 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바람직한 정치 립 ( 는

공직 )으로 인식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업무에 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고 괴 인 이탈,태만 반응이 증가하지 않고,건설 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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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과 충성 반응이 어들지 않는 것이 상되는 행태라 할 수 있다.이

게 볼 때 ‘충성 시형’에 있어서 업무불만족이 증가하더라고 태만과 발언

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나타난 것은 그와 같은 정치 립

이 반 된 결과이며 ‘자율- 문성 시형’과 구분되는 행태라 단된다.

즉,그러한 공직 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나 부처가 추진하는 정

책에 불만이 있어도 성실히 근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조직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이는 이 인식유형과의 면

담에서도 읽을 수 있다.이 인식유형에 속하는 한 응답자는

“정기 인사로 과를 옮기게 되더라도 옮기기 까지는 하던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업무에 차질

이 없게 인수인계도 가 철 히 해 놓고 가야지요.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과로 가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정권이 바 다고 업무에 손을

놓고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요.”

라고 응답하여 공직수행에 있어서의 성실성을 강조하 다.이러한 태도는

자율- 문성 시형의 응답과는 구분이 된다.

“○○○ 장 은 그 사안에 해 내가 건의한 사항을 안 받아들 지요.그

래서 그 이후로 한동안 장 을 피해 다녔습니다.장 실에도 가 안

가고.내 원칙,내 신념과 가치를 담아 건의를 드렸는데 그걸 묵살하면 함

께 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편 충성 시형이 자율- 문성 시형과 다른 행태를 보이는 데는

정권 변화에 따른 정책 변동에 덜 민감한 성향이 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단된다.

“(정권이 바 면 정책 일 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정책의 일 성이라는

것은 그 로 있습니다.새 정권이 들어서면 기존 정책은 그 로 넘어오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색깔이 하나 칠해 지는 것 뿐입니다.외부에서는 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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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색깔에 주목하고 인식하게 되는데 내부에서 볼 때는 그 지 않다는

것이죠.우리가 과거에 했던 ○○,○○○ ○○ 등이 그 로 가는데 ○○○

이것 좀 더하자.이 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충성 시형’에게 있어 업무불만족이 증가할 경우 이탈 반응이 증

가하고,충성 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상과 어 나는 행태

라 할 수 있다.이는 이들 집단이 업무에 불만이 있을 경우 태만하거나

조직에 이로운 제안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거두지는 않지만 이직하고자 하

는 의도가 없거나,조직의 문제를 막연히 옹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고 볼 수 있다.

(3)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조 효과)에 한 유의성 가설 검증

다음으로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

에 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 다.여기에서는 Chin(2000)이 제시하고

거의 부분의 PLS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비 응표본 t-검

정(unpaired samples t-test)방법을 사용하 다(Ahuja and Thatcher

2005;Hsiehetal.2008;Huangetal.2009;Powelletal.2012;Qureshi

andCompeau2009;Sanchez-Franco2006;WangandLin2012).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t-값을 계산하고,유의수 α =0.0526)를 기 으로 가

설의 기각·채택 여부를 단하 다.

t=(PC1-PC2)/[Spooled×√(1/N1+1/N2)]

Spooled=√{[(N1-1)
2/(N1+N2-2)]×SE1

2+[((N2-1)
2/(N1+N2-2)]×SE2

2}

26)이 경우 |t|>1.965(양측검증)이면 두 집단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단하게 된다(우종필 2012,pp.2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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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7>정치 립 인식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에 한 유의성 검증

경로(가설)

자율- 문성

시형

(n=85)

충성 시형

(n=37) 경로계수

차이의

t-값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성
경로

계수

(PC1)

표

오차

(SE1)

경로

계수

(PC2)

표

오차

(SE2)

업무불만족 → 이탈 .611 .089 .596 .125 .004 기각

보상불만족 → 이탈 -.040 .107 -.002 .138 -.008 기각

업무불만족 → 발언 -.479 .084 .620 .232 -.217 채택

보상불만족 → 발언 -.132 .072 -.752 .218 .135 기각

업무불만족 → 충성 -.583 .086 -.874 .179 .065 기각

보상불만족 → 충성 .031 .100 .539 .229 -.104 기각

업무불만족 → 태만 .274 .105 .360 .199 -.016 기각

보상불만족 → 태만 .261 .158 -.370 .245 .085 기각

여기서,

t:(N1+N2-2)의 자유도를 가진 t-통계량(경로계수 차이의 t-값)

Spooled:분산의 합동 추정량(pooledestimator)

Ni:집단의 표본 수

SEi:i집단에서 경로계수의 표 오차(standerror)

PCi:i집단에서 경로계수(pathcoefficient)

아래 <표5-17>에서의 검증결과를 보면,업무불만족과 발언 반응과의

계에서만 ‘자율- 문성 시형’집단과 ‘충성 시형’집단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3-2채택].그런데 앞

의 <표5-1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 문성 시형 집단에서 업무

불만족→발언 반응에 한 경로계수값은 통계 으로 유의하나(β=-.479,

P<.001),충성 시형 집단에서 업무불만족→발언 반응에 한 경로계수

값은 그 자체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다(β=.611,t-값=1.433).따라

서 종합하면 ‘충성 시형’과 비교할 때 업무에 한 불만족은 ‘자율- 문

성 시형’의 발언에 더 강한 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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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제1 요약

조직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성과가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조

직에 불만이 생기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함께 우리

정부조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정권 교체와 함께 5년에 한 번씩

주기 으로 단행되는 정부조직 개편은 민간기업의 도산이나 인수합병에

비견될 정도로 조직에 기를 래하고,새로운 정권이 과거 정권이 추구

하던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은 료나 정부부처가 그동안 쌓아온 업무성과

를 평가받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이 어떠한 행동 안을 선택하는지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쇠퇴나 조직 불만 상황에 처한 개인의 행동

안 선택에 한 일반이론인 EVLN의 분석틀을 통해 정권의 교체로 인

한 조직 개편,정책 변화로 인해 공무원이 조직에 불만을 느 을 때 공무

원들이 이탈,발언,충성,태만과 같은 반응 에 어떤 선택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특히 그러한 행동 안의 선택에 있어 정치(가)와의 계에서 행정(가)

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한 행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정치 립성 원리(principleofpoliticalneutrality)가 체계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하여 이를 조 변수로 고려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에 불만족한 공무원들의 반응행동은 어떠한

지, 한 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그리

고 공무원의 불만족 반응행동은 그러한 정치 립 인식유형에 따라 어

떻게 조 되는지와 같은 세 가지 의문에 해 답을 구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 다.먼 이론연

구는 선행연구에 한 탐색과 고찰로 이루어졌다.문헌연구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일반 반응 유형과 그에 향을 미치는 표 요인인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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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불만족에 해 살펴보았다.그리고 정치 립 개념의 다의성,이론

근거,선행연구에서의 주요 이슈 등에 해 고찰하 다.

실증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우선 Q방법론을 통해 료의

정치 립 개념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개념

인식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고,일반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불만족은 어떠한지,그것이 공무원의 반응행동

(EVLN)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그리고 정치 립 개념 인식유형에

따라 그러한 반응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여

기서 인식유형과 공무원 행태와의 련성 분석을 해서 선행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직무불만족(내재 직무불만족,외재 직무불만족)을 독립변

수로,공무원의 일반 반응행동(EVLN)으로 종속변수를 구성하고,공무

원의 정치 립 인식(특히,‘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이 이

들 간의 계를 조 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조 변수로 선정

하여 최종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Q-방법론은 문헌고찰과 심층면 을 통해 320여 개의 Q-모집단을 구성

한 후 44개의 Q-표본을 추출하여 이를 P-표본 상자(4개 부처 소속 24

명의 직 공직자)로 하여 분류 하여 정치 립 인식유형을 발견하

다.자료의 분석에는 PQMethodProgram을 사용하 다.

설문조사는 먼 앙 정부 부처, 원회 단순 무작 추출 방식으

로 5개 부처를 선정한 후 각 부처별로 정원에 비례하여 50~90명의 표본수

를 배정하고 직 별 비례층화표출(stratifiedsampling)방식으로 표본추출

하여 최종 으로 322명의 표본을 확보하 다.통계 분석은 SPSS18.0을

사용하여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그리고 빈도분석,상 분석,

다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으며,smartPLS3.0을 사용하여 확인 요인

분석,인과 계 분석 등을 실시하 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정치 립 개념에 한 직 앙부처 공무원의 주 인식을

Q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4가지의 유형이 분류되었다.여기서

제1유형은 ‘자율- 문성 시형’,제2유형은‘충성 시형’,제3유형은 ‘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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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형’,제4유형은 ‘공정성 시형’이라 명명하 다.

제1유형은 공무원이 정권이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보다는

료의 자율성과 문성을 토 로 무엇이 공익이고 국민 체에 사하는 것

인지를 스스로 단하여 업무에 임하는 것을 정치 립으로 악하고

있다.

제2유형은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의견과 계없이 정권

이 추구하는 이념과 그것이 반 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실 하기 해 노

력하는 것을 정치 립으로 보고 있다.

제3유형은 공무원이 당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특히 선거에 개입하거

나 타인의 투표행 에 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을 정치 립

으로 악하고 있다.

마지막 제4유형은 공무원이 정부의 업무와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공정성,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특히 다양한 고객과 이해 계 집단 사이에서 공평

하고 객 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치 으로 립 인 공무원의 자세라

고 본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표본 집단에서 인식유형의 분포를 알아보았

다.그 결과 ‘자율- 문성 시형’26.4%,‘충성 시형’11.5%,‘비당 성

시형’18.3%,‘공평성 시형’43.8%로 인식유형이 특정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앞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해 정치 립 인식 유형이 실

제 공무원의 행태와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그를 해

먼 척도의 타당도(탐색 요인분석,확인 요인분석)와 신뢰도(내 일

성)를 검증하 다.그 결과 직무불만족(내재 직무불만족,외재 직무

불만족)이 ‘업무불만족’,‘보상불만족’등 2개 요인으로,불만족 반응행동이

‘이탈’,‘발언’,‘충성’,‘태만’등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신뢰도를 확보

하 다.그리고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와 별타당도를 검토

하 다.

분석 결과 첫째,변수 간에 유의한 상 계가 존재함을 실증하 다.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업무불만족,보상불만족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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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과는 부(-)의 계를,이탈,태만과는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러나 그 계의 강도는 차이가 있었는데, 체로 업무불만족이

보상불만족에 비해 공무원의 반응행동과 상 으로 더 강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업무불만족은 보상불만족에 비해 이탈,태만

반응과 더 강한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그리고 충성 반응과는 더

강한 부(-)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종속변수인 불만족 반응행동

의 경우 이탈은 같은 괴 차원인 태만과는 정(+)의 계에 있는 반면,

건설 차원인 발언,충성과의 부(-)의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직무불만족 변수가 공무원의 일반 반응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 다.구체 으로,업무불만족도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괴

차원의 이탈,태만 반응이 높고,창조 차원의 발언,충성 반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보상불만족도 역시 업무불만족과 유사한 결과를 보 으

나 다만 충성 반응에 해서는 퉁계 으로 유의미한 향이 발견되지 않

았다.한편 EVLN에 한 두 직무불만족 변수의 상 향력을 살펴본

결과,이탈과 태만 반응에는 업무불만족이 보상불만족보다 향력이 더

큰 것으로,발언 반응에는 보상불만족이 업무불만족보다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 유형(‘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에 따라 직무불만족 변수가 불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향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실증하 다.우선 PLS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자율-

문성 시형’과 ‘충성 시형’각 집단별로 유의한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율- 문성 시형’은 업무불만족이 높을수록 이탈과 태만 반응

이 높아지고,발언과 충성 반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충

성 시형’은 업무불만족이 높을수록 이탈 반응이 높아지고,충성 반응이

낮아지며,보상불만족이 높을수록 발언 반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 응표본 t-검정(unpairedsamplest-test)을 통해 ‘자율- 문

성 시형’과 ‘충성 시형’등 두 집단간 경로계수의 차이에 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 다.그 결과 업무불만족과 발언 반응간 경로가 ‘자율-

문성 시형’집단과 ‘충성 시형’집단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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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시사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 ·정책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첫째,정치 립 인식에 따라 공무원의 EVLN

반응양식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을 확인하 다.이는 공무원이 어떠한

공직 는 어떠한 공직윤리의식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

서도 공무원들 간에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특히 조

사 결과 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 유형 ‘충성 시형’공무원은 업무

나 직무 조건에 해 불만이 있더라도 조직에 유익한 제안이나 아이디어

를 이거나,근무를 태만하게 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러한 성향의 공무원을 다수 확보하고 재 소에 배치하는

것은 정권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의 성패,나아가 정권의 성패에 결정 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그런데 정치 립에 한 인식과

같은 공직 은 개인의 생애 발달과 함께 형성되며 쉽게 바 지 않는 속성

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신규인력의 채용과 내부 인력의 배치 환에 있

어 개인의 공직 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표본 집단에서 네 가지 인식유형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 인식유

형의 분포가 특정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치 립이라는 하나의 구성 체계에 해 다양한 개념

이 수평 으로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정치 립의

개념에 해 여 히 하나의 합의된 개념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직무불만족 변수를 업무불만족과 보상불만족으로 구분하여

EVLN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두 불만족 변수가 EVLN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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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다.즉,이탈과 태만 반응에는 업

무불만족이 보상불만족보다 향력이 더 큰 것으로,발언 반응에는 보상

불만족이 업무불만족보다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태만 행동을 억제하기 해서는 직무

자체에 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더 유의하고,공무원으로 하여 조

직에 기여하는 제안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조장하기 해서는 승진기회를

늘리고,보수를 인상하는 등 직무 외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더 유의

하다는 정책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넷째,직무만족 변수를 업무불만족과 보상불만족으로 구분하여 EVLN

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체로 업무불만족이 보상불만족에 비해 공

무원의 반응행동과 상 으로 더 강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즉,업무불만족은 보상불만족에 비해 이탈,태만 반응과 더 강한 정

(+)의 계가 있는 것으로,그리고 충성 반응과는 더 강한 부(-)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존의 EVLN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가 체로

발언,충성과는 정(+)의 계에 있고,이탈,태만과는 부(-)의 계에 있는

것으로 획일 으로 보고하고 있는데,본 연구와 같이 직무불만족을 두 가

지 차원으로 나 어 살펴 본 결과 직무불만족의 내용에 따라 EVLN반응

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Q 방법론을 통한 공무원의 정치 립인식 유형화 연구를

통해 첫째,정치 립의 개념에 한 학계에서의 다양한 이 실무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즉,학자들이 게는 3가

지로 많게는 8가지로 유형화하는 정치 립의 다양한 개념인식이 실제

정치 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그런

데 이는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정치 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그것

이 뜻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즉,곧 정부 내에서,그리

고 정부와 시민간의 계에서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왜

곡을 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이번에 밝 진 4가지 유형 에서 제2유형,제3유형과 달리 제1유

형인 ‘자율․ 문성 시형’과 제4유형인 ‘공정성 시형’은 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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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에서 명시 으로 규율하고 있는 정치 립의무가 아니다.이는

행 법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 립 의무의 범 를 벗어난 정치

립 인식유형인 것이다.이것은 정치 립의무가 공무원에게 외 ,

명시 차원을 넘어 내 ,불문 규범으로서의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셋째,근래 미권에서의 정치 립을 둘러 싼 논의는 료제가 지향

하는 계속성, 문성,효과성과 같은 가치를 민주주의의 심화와 함께 요청

되고 있는 정치 통제(politicalcontrol),반응성(responsiveness)과 같은

가치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이 맞추어져 왔다(Aberbach,etal.

1988;West,2005;Mulgan,2008).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차원에

서의 이론 ,실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이원근,1996;윤병

태,1999;양재진,2003;박천오,2011).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 그러한 이

러한 서구의 고민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에서의 립과 같이 서구에

서는 거의 논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아직도 실무에서는 요한 심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우리나라에서 정치 립 념이

과거 제1공화국 시 에 있었던 공무원의 부정선거 개입에 한 반성으로

도입된 역사 배경이 공무원의 인식에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여 히 선거철만 되면 무엇이 공직자의 한 역할인지

에 해 고민해야 하는 실이 투 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첫째,본 연구를 통해 정치 립의 인식유형에 따라 행태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 다.그러나 각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이나,경력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그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다

른 조직변수들과는 어떠한 계가 있는지에 해서는 여 히 알려진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한 논의가 요청된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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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본 연구는 앙 정부 소속 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과 행동에

을 둔 연구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 공무원을 포함한 체 공무원의

정치 립 인식을 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

정도구를 이용해 지방 정부 소속 공무원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앙·지방 공무원의 각 유형별 분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면 공무원의

정치 립에 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셋째,특히 정치 립의 문제는 하 직 공무원보다는 주로 상 직

이상의 공무원에게 있어 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음27)에도 불구하고 표

본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5 이상의 상 직 공무원만을 상으로 별도

의 조 효과분석을 실시하지 못하 다. 표본에 의한 후속연구가 필요하

다 하겠다.

넷째,반응 행동과 련하여,충성(Withey& Cooper,1989;Withey&

Cooper,1992)과 발언(Dowding etal.,2000;Hodson,1997;Withey&

Cooper,1989)에는 하나가 아닌 다양한 양식과 종류가 존재한다는 주장들

이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반응 행동을 반 하지 못한 한

계가 있다.

다섯째,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 의 1회성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자료

를 얻은 후 그 자료에 한 통계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1회성

설문조사는 어느 한 시 의 특정 집단의 인식에 불과하므로 연구 결과 해

석에 한계가 있다.

27)고 직으로 갈수록 정치인 는 정치 임명직과의 계가 더 빈번해지고 정치 향을

받을 가능성 한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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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진술문 (n=44)

01.공무원이 정치 립을 지킬 때 정부활동의 계속성과 신뢰성 유지

가 가능하게 된다.

02.공무원이 정치 립을 지킬 때 민주주의가 보호될 수 있다.

03.공무원이 정치 립을 지킬 때 공공에 한 행정의 응성과 책

임성이 담보될 수 있다.

04.공무원이 정치 립을 지킬 때 통령,장 에 한 행정의 응

성과 책임성이 철될 수 있다.

05.공무원이 정치 립을 지킬 때 정치인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

다.

06.공무원이 정치 립을 지킬 때 정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공

무원들의 지 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07.공무원이 자신의 권력(권한)을 유지하고 행사하기 한 수단으로

정치 립을 략 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08.공무원이 정치 립을 이유로 해야 할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09.공무원의 정치 립 의무로 인해 조직 내 참여와 소통이 방해받

고 있다.

10.공무원의 정치 립 의무 때문에 선출직 상 의 부패와 독단을

내부로부터 견제하기 어렵다.

11.공무원의 정치 립 의무로 인해 소속감과 사기가 하되고 있

다.

12.공무원의 정치 립 의무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지나

치게 제한받고 있다.

13.정권의 성격과 무 하게 료 자율성과 문성을 토 로 업무에

임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4.공무원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정책결정에 여하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5.공무원의 정치 립은 정치 기 이 아닌 실 에 의해 공무원의

임용,승진,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16.공무원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의견과 무 하게 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실 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7.수동 으로 상 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8.공무원이 정부의 업무와 정부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공평성

<부록1>Q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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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19.공무원이 통령,장 등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상

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 립에 배되지 않는

다.

20.상 이 결정한 정책이 명백히 공익에 배되거나 정권만을 한 것

으로 단될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응하는 것은 정치

립 의무에 배되지 않는다.

21.공무원이 당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에 념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22.공무원이 모든 정치․사회 논쟁에 있어 어떠한 편도 들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23.공무원이 정치에 해 무 심할수록 공무원의 정치 립의 취지

에 더욱 부합한다.

24.공무원이 선출직 상 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

공하고 성실하고 공평한 조언을 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25.공무원이 국민 체에 한 사자로서 국민을 해 희생하고 공익

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26.공무원이 정권 혹은 집권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에 해 외부에서 공

개 으로 비 하는 것은 정치 립 의무에 배된다.

27.행정 료제를 정당의 정치 목 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

치 립의 본래 의미에 가장 가깝다.

28.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치 립의 핵심이다.

29.새 정권이 조직 운 반에 해 세세히 여하는 것은 정치

립에 배된다.

30.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타인의 투표행 에 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31.공무원이 다양한 이익집단들과의 계에서 공평하고,객 태도

를 취하는 것은 정치 으로 립 인 태도이다.

32.공무원의 정치 립성이 유지되기 해서는 공무원의 익명성과

그들이 선출직 상 에게 행한 정책 조언의 비 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3.공무원의 정치 립성이 유지되기 해서는 인사 리에 있어 무

리한 정치 여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34.공무원의 정치 립이 실 되기 해서는 공직에 한 사회 존

과 존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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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공무원의 정치 립이 실 되기 해서는 공무원이 재정 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36.성숙한 정치체제가 공무원의 정치 립이 실 되기 한 제요

건이다.

37.공무원의 정치 립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럽다.

38.공무원의 정치 립 의무를 의식하면서 매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39.공무원이 정치 으로 립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요한 행정의

과제이다.

40.공무원의 정치 립의무는 상징 성격이 강하다.

41.정치 립의 필요성은 약화되고 있다.

42.상․하 직 간에 정치 립 인식에 차이가 있다.

43.고 직으로 올라갈수록 정치 립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진다.

44.선출직 공직자에게도 공무원의 정치 립의무는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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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설문지

공 원 식 사

안 하십니 ? 

는 울 학  행 학원 한 책지식  최동훈 연 원 니다.
 에 는 공직생 과  "공 원 식 사"  진행하고 습
니다. 

가 는 질 에는 맞고 틀리는 답  없 , ○○님  답  런 
견  갖고 는 사람   %라는 식  통계  내는 에만 사용

고, 그  목 에는  사용 는  없 니 느끼시는  말
씀해 주시  겠습니다. 

 2012  3월 ~ 4월

사연 : 울 학  한 책지식 , 
담당 : 최동훈 연 원, 
연락처 : 02-880-6982

문 1. 다음은 ⃝⃝선생님의 업무 환경에 한 질문입니다.다음 측면에

해 ⃝⃝님이 만족하시는 정도를 ‘매우 불만이다’(1 ),‘보통이다’(3 ),‘매우 만족

한다’(5 )까지 1 에서 5 사이로 말 해 주십시오.

항
매우

만
다

만
다

보통
다

만
한다

매우
만
한다

1) 공직 생  1 2 3 4 5

2) 재 담당하고 는 업 1 2 3 4 5

3) 직업  안 1 2 3 4 5

4) 직  동료  계 1 2 3 4 5

5) 신  과  가능 1 2 3 4 5

6) 사 실 경 1 2 3 4 5

7) 여수 1 2 3 4 5

8) 승진 1 2 3 4 5

9) 훈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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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다음과 ⃝⃝님께서 평소에 느끼시는 조직생활에 한 질문입니다.다음 각 항

목들이 ⃝⃝님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를 ‘ 그 지 않다’,‘그 지 않다’,‘보통이

다’,‘그 다’,‘매우 그 다’ 에서 말 해 주십시오.

항

 
그

지 
않
다

그

지 
않
다

보
통

다

그

다

매
우
그

다

 1)  하  싫다는 생각  들  나는   하거나 하는 경향
 다

1 2 3 4 5

 2) 업 상 가 생하   해결  지 참고 다린다 1 2 3 4 5

 3) 우리 직에 득   만한 아 어가  그것  실  수
    도  한다.

1 2 3 4 5

 4) 최근에 다  직  찾  해 보  탐색한  다. 1 2 3 4 5

 5) 가  해야 할 도  척 지나가는   다. 1 2 3 4 5

 6) 상사들  내리는 결    열심  한다. 1 2 3 4 5

 7) 업 상 생하는   해 사내 안 도  용한다. 1 2 3 4 5

 8) 나는 직  다  곳  지 고민 다. 1 2 3 4 5

 9) 내가 맡고 는 에 해 건  하는 가 가끔 다 1 2 3 4 5

10) 업 상 어난 에 해 말하지 않고, 우리 처 직원들  직
에 

    해 비 할 도 게 야 한다.
1 2 3 4 5

11) 우리 직  못  향  가는 도 스스  해결할 지  보
지 

    않는다  나는 에 그 사실  알릴 것 다  
1 2 3 4 5

12)  직  그만 고 싶다는 생각  가끔 한다 1 2 3 4 5

13) 나는 사람  눈  피해 동료들과 담 나 근  상 없는 
    개  들  하곤 한다

1 2 3 4 5

14) 처 원  신   처  비난해 는 안 다 1 2 3 4 5

15) 동료들과 가끔 우리 처  에 해 야 하곤 한다 1 2 3 4 5

16) 내 지는 다  직  할 생각 다 1 2 3 4 5



- 193 -

문 3.다음은 ‘공무원의 정치 립’을 설명한 표입니다.아래의 4가지 항목 에

서 ⃝⃝님께서 생각하실 때 공무원의 정치 립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내용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칸에 V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택

① 공 원   립  공 원   격과 하게 

신  경험과    업 에 하는 태도  

말한다. 런 차원에  공 원   등 출직 공직 에게 신

 견  말하고 필 한 경우 상  결 에 도 해야 한

다

② 공 원   립  공 원  신   철학 나 

견과 하게 재 집 하고 는   책  실 하  해 

최  다하는 태도  말한다. 그리고  해 공 원  출직 

상 에게 그 직 수행에 필 한 든 보  공하고, 실하고 

공평한 언  하는  게 리 하지 말아야 한다 

③ 공 원   립  공 원  당  동  하지 않

고 직 에 하는 태도  말한다. 공 원  거에 개 하거나, 

타  행 에 향  미 는 행동  하지 않는 것  특  

하다 

④ 공 원   립  공 원   업  책  수

행과 에  공 , 공평  지 않는 태도  말한다. 다양한 고

객과 집단들과  계에  공평하고 객  태도   취하는 

것  특  하다 

문 4.공무원이 정치 으로 립 이지 않았던 사례로서 선생님께서 경험하시

거나 알고 계시는 사례가 있으면 말 해 주십시오.나아가 그것이 왜 립 이 아

닌지에 해서도 견해가 있으면 말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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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통계처리  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DQ1.⃝⃝님이 소속된 직군은 무엇입니까?

1.행정직군 2.기술직군 3.기타

DQ2.⃝⃝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DQ3.⃝⃝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남성 2.여성

DQ4.⃝⃝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1.미혼 2.기혼 3.기타

DQ5.⃝⃝님께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총 재직년수는 얼마입니까?

   개월

DQ6. ⃝⃝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퇴는 졸업에 해당하지 않음)

1.고졸 이하 2. 문 졸 3. 졸 4. 학원졸 이상 5.기타 ( 을 것 :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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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EffectofCivilServant'sConception

ofPoliticalNeutralityontheRelationshipbetween

Dissatisfactionand EVLN Response

Choe,Donghoon

DepartmentofPublicAdministr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Alongwiththestrengtheningofdemocracy,Koreangovernmenthas

beenfrequentlyexperiencingthecircumstanceswhereitsorganizations

facesdifficultiesandtheoutcomesaredecreasing,andbecauseofthis,

themembersofthegovernmentalorganizationhavecomplaintsagainst

theorganization Thereorganizationofthegovernmentorganizations

thattakesplaceevery fiveyearsperiodically with thetransferof

politicalpower brings about the same degree of crisis to the

organizations as private enterprises’ bankruptcy or merger and

acquisition does,and the new government’s changes ofprevious

government’spolicydirectionsresultinthecircumstanceswherethe

achievementsthathavebeenmadebythegovernmentofficialsand

government ministries have never been properly evaluated.And

interestinwhatalternativeactionsthegovernmentofficialschooseto

takeundersuchcircumstancesisgrowing.

Inthiscontext,throughtheanalyticalframeworkofEVLN,whic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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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theory of the behavioralalternative choices of the

individualsfacingthecircumstanceswheretheorganizationisdeclining

and the dissatisfaction with the organization is increasing,this

researchexaminedthegovernmentofficials’choicefrom theresponses

suchasexit,voice,loyalty,andneglect,whentheyaredissatisfied

withthegovernmentorganizationsduetothereorganizationandpolicy

changescausedbythetransferofpoliticalpower.Particularly,judging

thattheprincipleofpoliticalneutrality,whichcanbesaidtobethe

behavioralnorm with regard to what posture and attitude the

administration (administrators)should havein therelationship with

politics(politicians)inchoosingsuchbehavioralalternatives,willhave

systematicinfluence,thiswasconsideredasthemoderatingvariable.

Specifically,thisresearchattemptedtoseekanswerstothethree

questionsasfollows.Whatistheresponsebehaviorofthegovernment

officialswhoaredissatisfied with theirjob?How can government

officials’politicalneutrality conception be classified? How can the

governmentofficials’dissatisfaction responsebehaviorbemoderated

accordingtothetypesofpoliticalneutralityconception?

To achieve this,this research conducted both theoreticaland

empiricalresearch.First,thetheoreticalresearchiscomposedofthe

exploration and consideration ofpastresearches.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general response types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job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the

representativeinfluencingfactors,wereexamined.Andthepolysemyof

politicalneutrality concept,theoreticalgrounds,andmajorissuesin

pastresearcheswereexamined.

Theempiricalresearchwasconductedinthetwodirection.First,

throughQ methodology,whethertherearedifferencesinbureaucrats’

neutralityconception,andifthereare,how suchconceptioncanbe



- 197 -

classified were explored, an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the

governmentofficials’jobdissatisfaction,how itaffectsthegovernment

officials’responsebehavior(EVLN),andwhatdifferencesariseinsuch

responsebehavioraccording tothepoliticalneutrality concepttypes

wereexplored.

Theresearch resultsobtained through theempiricalanalysisare

summarizedasfollows.

First,asaresultoftheanalysisusingQ methodology,the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officials’subjective conception of political

neutralitywasclassifiedintoatotalof4types.Here,the1sttypewas

named“autonomy& professionalism centered,”the2ndtype“loyalty

centered”,the3rdtype“nonpartisanshipcentered,”andthe4thtype

“fairnesscentered.”

The1sttypeconsidersthejudgingwhatthepublicinterestisand

how toservethenationasawholeandperformingresponsibilities

basedonautonomyandprofessionalism asthepoliticalneutrality.The

2ndtypeconsidersthegovernmentofficialsmakingutmosteffortsto

realizethecurrentgovernment’sideologyandthepolicythatreflects

it,regardless oftheirown politicalphilosophy oropinions as the

politicalneutrality.The3rdtypeconsidersthegovernmentofficialsnot

beinginvolvedinfactionalpolitics,particularlynotbeinginvolvedin

electionsorrefrainingfrom doinganythingthataffectsothers’voting

as the political neutrality. Finally, the 4th type considers the

government officials’maintaining fairness and impartiality in the

processofperformingthegovernment’sworkandpolicies,particularly,

having fair and objective attitude among diverse customers and

interestgroupsasthepoliticallyneutralgovernmentofficials'posture.

Next,throughthequestionnairesurvey,thedistributionofawareness

typesinthesamplegroupwasexamined.Theresultsshowedthat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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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y- professionalism-centered” accounted for 26. 4%, the

“loyalty-centered”11.5%,the“nonpartisanship-centered18.3%,”andthe

“fairness-centered43.8%,indicatingthattheawarenesstypeswerenot

biasedtoaparticulartypebutdiverselydispersed.

Subsequently,using the results of the aforesaid survey,what

relationships the politicalneutrality conception types had with the

governmentofficials’actualbehaviorwasexplored.Theresultsofthe

analysiswereasfollows.First,theexistenceofsignificantcorrelations

between thevariableswasproved.Theresultsoftheanalysisof

correlationsshowedthattheindependentvariables,workdissatisfaction

and compensation dissatisfaction all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voice and loyalty,and positive correlations with exitand neglect.

However,thereweredifferencesintheintensityofthecorrelations,

andgenerally,itwasfoundthatworkdissatisfactionhadrelatively

greatercorrelationswithgovernmentofficials’responsebehaviorthan

compensationdissatisfaction.Inotherwords,itwasfoundthatwork

dissatisfactionhadstrongerpositivecorrelationswithexitandneglect

responsesthancompensationdissatisfaction,andhadstrongernegative

correlationwithloyaltyresponse.Itwasfoundthatinthecaseofthe

dependentvariable,dissatisfactionresponsebehavior,exithadpositive

correlationwithneglect,whichisthesamedestructivenaturevariable,

buthadnegativecorrelationswithvoiceandloyalty,whicharethe

constructivenaturevariables.

Second,itwasproved thatthework dissatisfaction variablehad

effectsongovernmentofficials’generalresponsebehavior.Specifically,

itwasfoundthatthehigherthegovernmentofficials’levelofwork

dissatisfaction,the higher the destructive nature exitand neglect

responses,and the lower the creative nature voice and loyalty

responsesbecame.compensationdissatisfactionalsoshowedthe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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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to those ofwork dissatisfaction,butonly on the loyalty

response,ithadnostatisticallysignificanteffect.Meanwhile,resultsof

the analysis ofthe relative effects ofthe two job dissatisfaction

variables on EVLN showed that on the neglect response,work

dissatisfaction had greatereffects than compensation dissatisfaction,

andonvoiceresponse,compensationdissatisfactionhadgreatereffects

thanworkdissatisfaction.

Third,itwasprovedthatthereweredifferencesintheeffectsofjob

dissatisfaction variables on the dissatisfaction response behavior

according to thegovernmentofficials’politicalneutrality conception

types,especially between “autonomy- professionalism-centered”and

“loyalty-centered”.First,throughPLSstructuralequationmodeling,the

significant path coefficients of “autonomy-professionalism-centered”

and“loyalty-centered”typesofeachgroupwereexamined.Theresults

showedthat,inthecaseof“autonomy-professionalism-centered”type,

thehighertheworkdissatisfaction,thehighertheexitandneglect

responsesandthelowerthevoiceandloyaltyresponseswere.Andit

wasfoundthatinthecaseof“loyalty-centered”type,thehigherthe

workdissatisfaction,thehighertheexitresponseandthelowerthe

loyaltyresponsewas,andthehigherthecompensationdissatisfaction,

thelowerthevoiceresponsewas.Next,throughtheunpairedsamples

t-test,the significance test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th

coefficientsofthetwogroups:“autonomy-professionalism-centered”

and“loyalty-centered”wereconducted.Theresultsshowedthat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utonomy-

professionalism-centered”and“loyalty-centered”inthepathbetween

theworkdissatisfactionandthevoiceresponse.

Through these results, the following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could be derived.First,itwasconfirmed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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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survey thatthere are differences in the government

officials’ EVLN response styles according to political neutrality

conception.Thisimpliesthat,dependingonwhatpublicofficialview

andwhatpublicofficialethicsconsciousnessthegovernmentofficials

have,governmentofficialsshow behaviordifferentfrom oneanother

eveninthesamesituation.Particularly,theresultsofsurveyshowed

thatthe“loyalty-centered”typegovernmentofficials,particularlythe

“loyalty-centered”typegovernmentofficialsoffifthgradeandabove

among thegovernmentofficials’politicalneutrality awarenesstypes

hadtheattitudeofpresenting proposalsandideasbeneficialtothe

organization continuously and working sincerely even ifthey were

dissatisfiedwiththeirworking andjobconditions.Tosecuremany

governmentofficialsofsuchpropensityandtoputtherightmanin

therightplaceisconsideredtoplayadecisiveroleinthesuccessof

thecorepolicy pursuedby thegovernmentand,by extension,the

success ofthe governmentitself.View ofpublic office such as

awarenessofpoliticalneutralityisformedalongwiththedevelopment

oftheindividuals’lifeandistheattributethatisnoteasilychanged.

Accordingly,itisnecessarytomakeeffortstodevelopthecriteriato

evaluatetheindividuals’view ofpublicofficeandtoapplythem in

recruiting new manpower and placementand transfer ofinternal

humanresources.

Second,theresultsoftheanalysisofthedistributionofthefour

conceptiontypesshowedthatthedistributionofconceptiontypeswas

notbiasedtoaparticulartypebutdiverselydispersed.Thisshows

thatdiverseconceptualperspectivesonthepoliticalneutralityconcept

coexisthorizontallyandthatthereisstillnoconsensusontheconcept

ofpoliticalneutrality.

Third,theresultsoftheanalysisoftheeffectsofdividingthe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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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atisfaction variable into work dissatisfaction and compensation

dissatisfactiononEVLN showedthatthereweredifferencesinrelative

effectsofthetwodissatisfactionvariablesonEVLN.Inotherwords,

it was found that, on the exit and neglect responses, work

dissatisfaction had greatereffects than compensation dissatisfaction,

andonthevoiceresponses,compensationdissatisfactionhadgreater

effectthanworkdissatisfaction.Thepolicyimplicationsobtainedfrom

theresultsofthisresearcharethattopreventtheexitandneglect

behaviorofgovernmentofficials,itismoresignificanttoraisethe

levelofsatisfaction with job itself,and to encourage government

officials to make proposals and create ideas contributing to the

organization,itismoresignificanttoimproveconditionsoutsideof

worksuchasincreasingpromotionopportunities,raisingsalaries.

Theresultsofstudying theclassification ofgovernmentofficials’

politicalneutrality through Q methodology wereasfollows.Firstit

was confirmed thatdiverse perspectives on politicalneutrality of

academic circles were reflected in the actualwork field.In other

words,thediverseconceptualawarenessofpoliticalneutrality,which

isclassifiedintoasfew asthreetypesandasmanyas8typesby

scholarswasalsoreflectedingovernmentofficialswhoshouldkeep

political neutrality obligation. This indicates that, even though

governmentofficialsusethesameterm “politicalneutrality,”whatthey

mean by this can be different.In other words,itimplies that

communicationcanbedistortedbyusingthisterm intherelationships

betweenthegovernmentandcitizens.

Second,recentcontroversiesoverpoliticalneutralityinthewestern

countries have focused on how to harmonize the values that

bureaucracysupportssuchascontinuity,professionalism,effectiveness

with the values such as politicalcontrol,responsiveness tha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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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alongwithstrengtheningofdemocracy.Suchtheoreticaland

empiricaldiscussionsalsohavebeentakingplaceinKorea.However,

itwasconfirmedfrom theresultsofthisresearchthattheissuesof

politicalneutrality in elections,which arealmostno issuesin the

western democracies,become importantmatters ofconcern in the

actualwork field in Korea.This is notbecause ofthe historical

backgrounds thatintroduced the idea ofpoliticalneutrality in our

country from thereflection on governmentofficials’involvementin

fraudulentelectionsin theFirstRepubliceraarestillremaining in

governmentofficials’awareness,butthisisalsobecauseofthereality

thatpublic officials have to agonize overtheirappropriate roles

duringeveryelectiontime.

Keyworkds : political neutrality. EVLN, job dissatisfaction,

moderatingeffect,PLS-SEM

StudentNumber:2006-3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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