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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신공공 리의 향  부채감축 등으로 공공기 경 평가에 따른 성과  차등지

 등 공공부문간 경쟁과 효율이 최근 더 강조되면서,공공성 실 과 더불어 기업

성을 추구하여야 하는 혼합조직 속에 근무하는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태도 향 요

인에 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지고 있다.

특히 본사 지방이 이라는 근무 환경변화라는 안에 직면해,구성원의 이직을 막

고 지속  인재 유입과 직무만족을 통한 조직효과성 제고 측면에서도 이들을 움직

이는 동기 요인에 한 연구는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그간 공무원 심의 주요

한 내재  동기요인으로 알려진 공공 사동기(PSM)가 공기업에도 실재하는지를 확

인하고,이에 응한 외재  인 신공공 리 (NPM)보상 유인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직무만족  이직의도에의 향력 있는 유인을 알아냄으로써 좀 더 실

에 부합한 인 리방향을 찾는데 있다.

이를 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서부발 (주)직원을 

상으로 2013년도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총 229명의 유효 설

문지를 수집,분석하 다.분석을 해서 PASW SPSS18.0통계 로그램을 활용하

으며,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상 계분석,t-test,ANOVA분석,다 ․ 계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공기업 직원에게 있어서 PSM과 NPM  보상인식 모두 직무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존의 공무원 조직에서와 같이 공기업에도 실

제 PSM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임을 확인함과 동시에,기존 공무원 

심의 부분의 연구와는 달리,시장형 공기업 직원에게는 NPM  보상도 PSM못

지 않게 직무만족을 주는 상당한 향요인으로 작용함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본사 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 있어서는 공공 사동기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낮아지는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하 차원인 규범  차

원의 공익몰입수 (CPI)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짐으로 나타났다.  NPM  

보상은 이직의도와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즉,NPM 인 승진

기회나 보상인식이 있는 사람은 이직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셋째,PSM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지에 한 회귀분석에서는,PSM 공익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에서만 직무만

족이 매개역할을 하고,PSM자기희생이나 NPM  보상과 이직의도 계에서는 매

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PSM과 NPM  보상동기의 향면에서 공기업 직원에게 있어서는 공공 사



동기가 더 직무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지만,큰 차이가 있지 않아 

향후 두 가지가 히 고려된 양립 가능한 동기부여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PSM과  보상유인과의 향력 비교를 통해 직무만족이나 이직의

도에 미치는 향 계를 실증함으로써 최근 공기업 구성원의 인식과 변화를 읽고,

성과향상을 한 보다 합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기여했다는 그 의의를 둘 수 있

겠다.연구결과에 따른 몇가지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PSM의 하 차원인 규범  차원의 공익몰입(CPI)이 높은 수 을 보임으로써 

공기업 직원들의 공공 사욕구나 사명감을 존 하고 공익가치를 우선시 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치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그러나 마찬가지로 경제 ,  보상과 같은 NPM  요소도 직무만족에 

정  향변수로 확인된 반면,이직의도에도 정(+)의 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

한 성과와 보상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의 유연성과 합리  신뢰,선의의 경쟁을 진

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최근의 정부의 공공기 평가에 의한 성과

 차등 지  확  등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공기업 문화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외재 ,  유인도 내재  동기를 기반으로 유발되어 보상과의 괴

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 하게 근하는 인사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

다.

셋째,본사 지방이 이라는 안 과제를 앞두고 직원들의 이직 방  조직개편,

통폐합과 련해서도 직무만족을 지속 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정  동기로서 PSM

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이를 북돋우고 고취시켜  수 있도록 근속년수

별,직군별,성별로 다양한 교육  실성 있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공공 사동기(PSM),신공공 리(NPM),지방이  ,직무만족,이직의도  

학  번 :2012-2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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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1980년  신공공 리론(new publicmanagement,이하 NPM)의 출 과 더불어 신자

유주의가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향을 미치게 되면서 성과  등의 외재

․  보상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시키려는 노력이 공공조직에도 

도입되게 되었다.즉,경쟁과 효율을 요한 가치체계로 여기는 민간부문의 인사 리시

스템이 공공조직에도 유효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여과없이 용하고자 한 것이다.이

러한 다양한 민간부문의 제도 도입 배경에는 민간부문 종사자와 공공부문 종사자간의 

동기 요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다(한에스더,2010).동기

요인이란 어떠한 유인에 의해 움직이는 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가 무엇

인지를 정확히 악한다는 것은 결국 효과 인 성과 리를 해 매우 요한 것이다

(Rainy,1997).따라서 조직의 운 에  인 리정책에 있어서 동기를 잘 악하고 

활용하는 것은 성과 달성을 해 매우 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그 다면 실

제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있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일까?더욱이 최근 공공부문 에서도 순수 공공부문이 아닌 공공

성 못지 않게 시장성과 성과측정이 요구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 이 차등 지 되는 

시장형 공기업 근로자들의 동기는 어떠할 것인지?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학계에서는 오랜기간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른 동기요인에 한 비교연구

를 통해 보다 효과 인 인 자원 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활발한 연구가 이어져 왔

다.Crewson(1997)은 체 으로 공공조직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민간조직과

는 달리,공공성(publicness)을 조직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민간부

문과는 다른차원에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일반 으로,공공조직은 

공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이해와 가치를 충족시키기 해서 노력하며,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공공조직 구성원의 동기는 민간조직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

으로 연구되어 왔다(이근주,2005b,이종수,1997,조태 ･윤수재,2009,Crewson,

1997,Houston,2000).

행정에 한 공무원의 인식조사(한국행정연구원,2007)에서 1992년부터 2004년까

지 3년단 로 공무원의 공직선택동기 조사 결과에 의하면,1순 와 2순 는 신분

보장 등의 안정성(security)과 공직에의 역할  사명의 매력 임으로 응답이 나타

났다.그 외 경제  안정성이나 근무여건의 장  등이 뒤따르고 있다.1순 로 나

타난 신분보장 등의 안정성에 응답한 비율이 타 순 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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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2순 로 나타난 역할  사명에의 동기

요인이 다른 경제  측면 등의 동기요인을 앞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즉,공무원이 

공직을 선택한 동기는 개인이 공직생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직무가치에 한 

태도를 규정하게 되므로,실제 직무 수행시 이를 하는 태도나 행동,조직의 목표

나 발 에 한 인식을 결정하게 되어  공직생활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한 공직의 보람 때문에 공무원이 된 집단이 직업의 안정성면이나 채용의 공정성

면에서 공무원이 된 집단에 비하여 보다 정 이고,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보

여주고 있다고 한다 (김상묵,2005).따라서 보다 생산 이고,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기 해서는 국가  국민에 한 헌신과 사의 자세를 가진 공무원이 많아

야 할 것이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공무원은 아니나 정부 시장 개입의 한 형태로서 확 되어 

가고 있는 일종의 혼합조직(hybridorganization)으로서 ‘공공문제 해결을 한 조

직화된 집합  행동(collectiveaction)의 하나인 공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볼때(안병

외,2007)공공 이익실 을 한 공기업 근로자의 복무자세는 공무원과 달라서는 

안될 것이다. 한 공기업은 본질상 공공성외에도 기업성(entrepreneurship)의 추

구라는 두가지 지배원리에 의하여 운 되어 지며, 한 이 두 요소를 조화롭게 동

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혼합조직 특성이 있다.따라서 공기업 직원들의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 직무태도를 결정하는 동기요인을 악하고,이를 성과향상과 연계

할 수 있는 노력은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공기업의 업무 특성이나 고객,자

립성,지원형태,등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조되는 공기업이 있는가 하면 기업성이 

더 강조되는 공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모호한 두 요소를 히 조화롭게 추

구하는 노력은 모두 본질상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이 증 되고 있는 공공조직 특유

의 내재  동기인 공공 사동기(publicservicemotivation,이하 PSM)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러한 공공 사동기가 공기업에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

인하고,있다면 이것이 유의미하다면 이와 비교하여 NPM  측면에서의 경제  

 보상 등의 외재  동기  어떤 유인체계가 공기업 종사자의 직무만족  이

직의도 더 많은 향을 미치고 있는 지, ,2015년 본사 지방이 을 앞두고 PSM

과 NPM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

는 지에 해서 실증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  정부때 외환 기라는 국가  기를 극복하기 한 수단

으로 NPM이 행정개 의 모형으로 채택되었고(권인석,2004), 비용 고효율의 능

률  정부를 한 리기법으로 시장주의 인 경쟁의 원리가 공공부문에 용되기 

시작해,여러 가지 논리  한계와 비 에도 불구하고,여 히 공공부문의 효율화 

기제로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공기업의  한 축이 되는 기업성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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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러한 NPM  이론에 근거한 실 과 능력 주의 평가에 ‘따른 차등 인센티

  승진은 효율성 향상을 한 정  유인체계가 될 수도 있다.물론 거기에

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 성,정확성을 얼마나 제도 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가 이

러한 경쟁의 효과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와 반 로 공공부분에는 민간부문 종사자들과는 다르게,종사자들에게 나타나

는 독특한 동기요인으로 PSM이라는 것이 두된다.이는 외재 인  보상보

다 직무태도  성과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서,이러한 동기수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조직몰입,직무성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제시되어 있

다.PSM이라는 것은 Perry& Wise(1990)에 의해 처음 미국에서 생성 개념화된 이

론으로 1990년 에 미국에서 개념이 개발된 이후로 성과  보상과의 계,직무

만족도  이직율과의 계 등 인사개 을 한 향력 면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

구되어 온 개념이다.이의 효과에 해 Crewson(1997)은 공공 사를 선호하는 공

무원들의 조직몰입도가 경제  보상을 선호하는 공무원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었

고,Alonso&lewis(2000)연구에서는 공공 사동기가 높을수록 직무성과 수 이 높

다는 결과를 제시하 으며,Naff& Crum(1999)도 미연방 공무원의 공공 사동기

와 직무만족,성과,이직의도와의 지지  상 계를 연구하 다.우리나라에서도 

성과와 보상과의 계(김상묵,2003a,이근주․이혜윤,2007)직무몰입과의 계(손

명구,2006)인사개 에의 향들의 연구가 이루어졌었고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PSM이 공공부문에 있어 의미있는 조직 리의 요인이라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

기도 하다.

그러나,이상에서와 같이 공공 사에 한 선행연구는 미국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한국  맥락에서 이 이론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동기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

는 지에 해서는 아직도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국내 다수 연

구도 공무원을 심으로 한 민간과의 비교  측정, 향에 을 맞추어 진행되

어 왔다는 한계가 있다.그러나 그간 공공부문의 일부로서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

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 종사자들만을 상으로 한 동기요인에 한 연구는 미

흡하고,그들 안에  PSM라는 동기요인 자체가 있는 것인지,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이며 이를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직무만족과 본사 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도 향을 주는 내재  동기일 수 있는 지,아니면 NPM 이고 민간

인 외재  보상동기에 더 유인이 되고 있는 지에 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에 여기

에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집단의식이나 공익 인 마인드보다는 개인주의 ,경쟁의식이 사회에 지배 인 

요즘,상 으로 안정되고 근무여건이 좋은 공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어떤 의미이며,어떤 유인이 이들을 움직이는 동기요인일까?  공공성과 기업성,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할 요소라고 보면 이들 공기업 종사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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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으로 확인해보고 그것이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등 직무태도와 어떤 향

계에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더욱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 들의 본사 지방이 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서 근무환경 으로 보면 서울을 심으로 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본사를 두게 

되었을 때,기존 직원들의 PSM 성향의 실재  정도여부와 외재  보상동기와의 

상 성 악은 직무만족  이직 의도 추측을 통한 인사정책  방향 설정에 시사

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회사는 본사지방이 이라는 근무환경의 커다란 

변수에도 안정 이고 우수한 인재 등용은 지속되어야 하며 직무만족에는 큰 변화

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 들의 경 평가 효과성 측면에서도 PSM과 NPM

인 외재  동기와의 비교 연구는 직무를 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향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Perry(1990,1996)가 개발한 PSM의 개념과 척도 를 활용

하여 표 인 시장형 공기업1)인 한국서부발 (주)직원들을 상으로 첫째,PSM과 

NPM  요소들과의 향 요인을 비교 측정함으로써,조직성과 달성의 요한 동기

로써 공무원처럼 공기업종사자에게도 PSM이 실재함으로써 공공부문 특유의 내  

동기요인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지를 측정하고,둘째,실질 으로 이와 상호 작용하

는 외재  보상 동기라고 할 수 있는 NPM   인센티  등이 PSM과 련

해 얼마만큼 동기요인으로 더 반응하는 지.셋째,본사 지방이 이라는 직무환경 

변화라는  다른 변수에 해서도 PSM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도 향을 미치

는 동기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검증함으로써,향후 보다 합한 인 리제도 

설정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연구의 범   방법

1.연구의 상과 범

본 연구의 상은 재 공기업 분류상 시장형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한국서부발

(주)직원을 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범 는 다음과 같다.첫째,종속변수인 이직의도와 매개변수인 직무만

족과 련해 그 개념  향요인들에 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고,둘째 독립변

1) 1)공 업  여러 가지  류할 수 나 가  래되고 널리 사 되는 직형태별 류방법에

하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  운 에 한 법률」에  공 업,준 , 타공공  류하고

는  ,공 업  산규  및 체 수 액 준에 따라 시 형 혹  준시 형  류된다(홍 , 2012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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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설정한 NPM  특성  PSM 이론과 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연구모

형을 설계한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맞게 설계된 모형 검증을 통해 연구 시사

을 도출하도록 한다.

2.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공기업 종사자의 직무태도 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

는 실증주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먼  련되는 선행연구를 상으로 문헌조

사를 수행하고 이를 기 로 가설  모형을 설정하 다.이를 검증하기 하여 시

장형 공기업인 한국서부발 (주)직원을 상으로 PSM 측정문항과 NPM  특성,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를 포함한 설문항목을 구성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표본을 한국서부발 (주)직원으로 한정한 이유는 많은 다른 시장형 공기업을 

상으로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제약이 따르는 한계 도 있지만,특정한 단일 집

단을 상으로 한 상분석으로 합성을 더 측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단계를 거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먼  개념 측정 설

문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Cronbach'sa값을 이용해 신뢰도를 검증한다.둘째,

변수별 분포  상 계 분석,T-test  ANOVA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마지막

으로 가설 검증을 한 다 , 계  회귀분석,매개변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독

립,종속,매개변수간 인과 계 여부를 분석하 다.분석은 PASSSPSS18.0통계패

키지 로그램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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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이직의도  직무만족   

1.이직의도

이직이란 재 담당하던 업무를 그만두고 다른 직무나  다른 조직으로 이동함으

로써 고용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Bluedorn,1982). 한 Price(1977)는 “사회시스

템 안에서 구성원이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으로 Mobey(1982)는 “조직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개인이 조직내에서 구성원 자격을 스스로 종결하는 것”

Iverson(1992)는 “종업원이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직장을 떠나려고 의

도하는 정도”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기효(1995)는 “조직 구성원이 신분에서 

벗어나는 이동”이라 정의하고 이성윤(2002)은,“개인이 조직을 떠나 조직외부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노동이동의 개념(이미라,2002),산업간,

지역간,직업간 이동(송규상,2000)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직은 이직의사를 결정하는 주체와 통제가능성 여부,조직에 미치는 향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이직의사를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두가지로 나뉜다.보다 더 나은 기회를 얻거나 조직에의 불만,기타 사유로 조직을 

떠나는 ‘자발  이직(voluntaryturnover)’과 조직 구성원의 의사 반 없이 퇴직,

사망 등으로 강제로 떠나게 되는 ‘비자발  이직(involuntaryturnover)’이 있다.

둘째로 고용주의 통제가능 여부에 따른 회피 가능 이직(avoidable turnover),이 

있다.이는 임 ,복리후생,작업시간,근로조건 등으로 이직하게 되는 것으로 고용

주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요인에 의한 것이다. 반 로 회피불가능 이직

(unavoidableturnover)이란 여성의 경우 결혼,임신과 출산,질병,사망,퇴직 등으

로 통제 밖의 사유에 의해 이직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조직에 미치는 향에 따라 순기능  이직과 역기능  이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순기능  이직(funtionalturnover)이란 이직자나 조직 모두가 이직을 원하

는 경우로 조직의 이직자에 한 평가와 이직자의 조직에 한 평가가 모두 부정

일 경우를 의미하며,역기능  이직(disfuntionalturnover)은 조직의 이직자에 

한 평가가 정 이어서 잔류하기를 원하나 이직자는 자기발  등 다른 이유로 이

직을 원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 공기업을 상으로 이직의사 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홍기 (2012)는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아지고,직장의 안정성과 보상공정성이 높을수

록 한 이직의사가 낮아지며 이직 용이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높아진다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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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 균형 발  정책에 따라 공공기 의 본사 지방이 이 본격

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이때,공기업 직원들의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 직무태도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함께 분석하고자 하 다.

2.직무만족

1)직무만족의 개념  요성

직무만족(jobsatisfaction)은 학자나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의 정의를 하는 

데 처음으로 개념에 한 정의를 시도한 Hoppock(1935)에 의하면 직무만족이란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다’라고 느끼는 심리 ․물리 ․환경  상

태들의 결합”이라고 한다.Locke(1976)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경험을 통해 느끼게 

되는 유쾌한 혹은 궁극  감정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Vroom(1995)은 개인

이 재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역할에 한 감성  방향(affectiveorentations)

으로 직무만족도는 이에 한 만족여부의 정보를 나타낸다.  종업원 개인이 자

신의 직무에 해 정 이거나 부정 으로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곽정민,

2009)이며,  주어진 직무 상황 가운데 개인이나 집단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할 때 

갖게 되는 직업  심 는 열의로 표 하기도 하 다(Bentley& Rempel,1970,

박지환,2009재인용)

이 듯 다양한 정의를 가진 직무만족이 조직에서 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이

의 만족 여부가 종사자들의 근무의욕이나 직무태도에 끼치는 향이 지 하고,따

라서 조직의 성장과 발 을 좌우할 수 있는 요 기 일 수 있기 때문이다.하루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직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개인 으로도 

불행한 것임은 물론 그런 구성원들이 모인 조직에게 큰 발 을 기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조직입장에서 직무만족은 성과에 직․간 인 향과 직무수행을 한 

원동력으로서 사기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2)직무만족과 련한 선행연구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조직 체  요인(organization-widefactors)과 

작업 환경  요인,직무내용과 련한(job-related)요인,개인  요인의 4가지로 분

류한 Poter& Steers(1974)은 이 네 요인간 상호작용의 결과가 궁극 으로 직무만

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첫째,조직 체  요인으로 승진기회나 조직 구조 

 정책,보수 등이 있으며,작업환경요인으로는 작업조직의 규모나 조건,감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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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사결정에의 참여 정도나 동료간 계 등을 포함하고,직무내용과 련된 요

인으로는 직무범 나 역할에 따른 갈등 정도를,마지막으로 연령이나 근속기간 등

의 개인  요인을 말하면서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  직무활동 자체로부터 발생

되는 내재  만족과 직무를 통해 받게 되는 여,혜택,직  등을 통해 발생되는 

외재  만족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고 정의하기도 한다.내재  만족에 해 

Mason(1995)은 직무만족요인으로 업무에 한 흥미,조직의 환류,보수의 내  

공정성,동료 계,보수의 외  공정성,상사 계,성과평가,공정한 우,직무자

체에 한 만족,직장에 한 만족 등으로 구성하여 실제 연구 조사를 시행하기도 

하 다.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련해 Maslow의 5단계 욕구이론과,Herzberg

는 동기․ 생이론은 결정요인에 한 내용에 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Vroom의 기 이론과 Adams의 공평성 이론은 과정에 이 맞춰져 있다.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 계층으로 구분하고,순서에 따라 유발된다고 본다.

1단계인 생리  욕구에서 충족이 되면 안 의 욕구로 그다음 애정의 욕구에서 존

경에 한 욕구로 그리고 최종단계인 자기실 의 욕구로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이것을 조직에 용시켜보면 1단계는 보수나 여의 만족에서부터 신분보장,

조합가입 등 안 의 욕구,동료간,구성원으로서의 지나 존경의 욕구를 넘어 승

진 등을 통한 사회  지  향상을 동반한 자아실 으로서의 욕구로 설명할 수 있

다.

Herzberg는 조직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

(motivator)과 불만을 없애주는 생요인(hygienefactor)의 이요인으로 분류하 다.

보수(pay)나 성장가능성,직업  안정성 같은 환경요인을 생요인이라 하며,이는 

단지 구성원의 불만만 없애주는 요인 일뿐 진정한 동기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한

다.즉 이고 외 인 보상과 같은 것은 보통 직무내용,성취감,인정감,책임

감 등 자아실 과 같은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과 비교했을 때 구성원에게 동기부여

나 만족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고 한다.

한  유인과 같은 외재  동기를 강조하면 자신만을 먼  생각하게 하는 

이기 인 동기가 강화되어 조직에 한 몰입이나 충성 같은 내재  동기를 구축

(crowding-out)한다고 지 한다(Frey&Jegen,2001,이수 ,2011).

Vroom(1964)의 기 이론에서는 직무만족 요인이 과거의 만족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보상에의 기 나 승진기회,직무내용에 있어서의 개인  

기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Adams는 개인의 직무만족은 타인과 비교해

서 투입  성과비율이 형평을 이룰때,즉 투입 비 과다한 성과보상의 경우는 죄

책감을 느끼게 되고,반 로 지나치게 은 성과 보상을 받을 경우는 분노감이 나

타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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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에 있어서 Naff& Crum(1999)은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성과,이직의

도와의 PSM간의 유의미한 상 계를 보여주고 있으며.성과와 보상(김상묵,2003;

왕태규,2006;이근주,2007)직무몰입(손명구,2006)과의 계연구 등에서 PSM이 

공공부문에 있어 의미있는 조직 리 요인이라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따라서 공공

부문에 있어 고유한 내재  동기로 특성 되는 PSM을 심으로 NPM에 바탕을 둔 

외재  보상과의 향비교  실재,이직의도에의 향 등을 실증 으로 연구하고

자 한다.

제 2  신공공 리(NPM)이론 

1.신공공 리의 등장  배경

NPM은 통 인 구 행정의 료 인 패러다임을 신해 1970년  말부터 두

된 흐름으로 경쟁 인 시장의 메카니즘을 행정 환경에 도입해,공공부문에 비효율

성을 제거하여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여기서 추구하는 가치

정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더 많은 시장성(moremarket)과 더 많은 능률성

(moreefficiency)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이종수,2010).

1970년  후반부터 선진국을 심으로 한 과다 복지비용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자 증가,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정부에 한 신뢰가 하되면서 공공부문의 생

산성과 성과를 요구하게 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도입되기 시작

한 이론이다.그 이론  토 에는 국을 심으로 신 테일러주의(neo-Taylorism)

라고도 하는 신 리주의(new managerialism)로 이는 민간부문의 기업식 리주의

를 공공부문에 용하고자 하는 것이다.주로 공공선택이론,거래비용이론,주인-

리인 이론,신자유주의  신제도주의 경제학 등이 그 이론  토 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부분 으로 도입되어 오다가 

김 정부 시 에 행정개 의 기 모형으로 극 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김태

룡 2000)당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해서 앙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은 축소

되거나 개편되었고,공기업은 민 화 하는 등 산하기 의 경 신을 한 개 도 

함께 추진되었다.인사에 있어서 개방형 직 제 성과와 능력 심의 제도 시행 등

이 바로 이 때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노무 정부에서는 이러한 성과 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을 한 성과 심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 을 확  시행하는 등 일련의 개 으로 이어졌다.이

러한 개 들은 공무원들로 하여  시장주의,능률성.결과 지향 인 리 인식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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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PM 이론 통 행정이론

이론 기
경제이론  실증  사회과학에 

기 한 토의
기 사회과학

공익  개별 주체의 총이익 벌률에 나타난 정치  결정

재량 범 비교  넓은 재량 한정된 재량 

리 상 고객 유권자,고객

시장메카니즘  사고방식을 갖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신공공 리론의 공공부문에의 용이 공무원들의 개  사고와 효율성 

제고에 미친 정  향은 분명히 있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용에의 한계와 부작용을 거론하며 실효성에 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한 사실이다.이는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사권과 자율성 등이 부여되지 않은 

채 운 되었기 때문으로 정 인 평가보다는 비 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경제  인센티 의 차등 제공 등의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은 객 성과 과

학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리지표를 통한 업 과 성과의 측정  그 결과의 

보상 연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구성원간 화감을 조성하고 조직성과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2.NPM 이론의 개념  특성

이 듯 NPM 이론은 국가를 크게 정부 역과 민간 시장 역으로 보았을 때 정부

역에 시장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부추겨 성과와 

실 으로 평가하고 이에 응한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정부효율을 강화하자는 것이

다.

국의 후드에 의해 처음 개 운동의 하나로서 논의되기 시작했다(Hood,1991).

과거의 개 이 주로 비용감소에 주안 을 두었다면 신공공 리 이론은 통행정을 

체하는 좀 더 구체  로그램을 가지고 작동한다는 데 차이 을 둘 수 있다.

국가나 지역범 에 따라 명칭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될 수 

있으나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경쟁  시장원리

의 도입 둘째,일선기 으로의 권한 임을 통한 기존의 계층  료제의 탄력성 

부여,성과를 시하고 고객 심주의 지향 리이다.특히 경쟁원리는 통행정과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김태룡,2010).몇가지 주요 특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1】NPM이론과 통이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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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
방향 정하기

(시장의 힘 활용한 매역할)

노젓기

(결정된 정책 을 둔 집행)

책임  시장 지향 계층 지향

목표 달성 

기제

개인  비 리 기구의 

극 활용
기존 정부 로그램 이용

조직 구조 분권화된 조직 상명하복의 료조직

료 동기 

유발 요인
기업가 정신 임 ,편익,

자료 :김태룡,2010P291재구성

3.NPM이론의 한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PM이론에서 경쟁원리는 통의 구행정과 가장 차별

되는 기  논리이다.행동의 주체인 인간은 항상 합리  선택을 한다는 것을 제

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제  차원에서 가장 이기 인 방향으로 행동할 

때 가장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여기에는 경쟁  조건으로서 

선행되어져야 할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데 사실 실사회에서는 존재

하기 어렵다.순수하게 시장은 경쟁의 장이지만,실제 조직에 있어서는 경쟁만큼이

나 요한 동이 공존하며,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권인석,2004년).

NPM이론의 한계로  첫째,지나친 효율성 추구로 인한 비용 감이 형평성이나 공

정성,민주성의 원리를 해하거나,윤리 ,정직성 등의 존 되어져야 가치가 소

홀히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공익을 수행해야 할 료들의 충성심 약화

나 지나친 능률 추구로 공공 인 책임이 약화가 실성 면에서 한계 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신자유주의 인 이데올로기에 기 한 개 이 빈부격차와 빈곤의 세계화,환

경오염,경제 기,노동문제 등의 신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김태룡,

2010)셋째,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한 서구에서 제시된 이론이 집단주의가 강조되는 

문화속에서 제 로 작동될 수 있는가 하는 이고 넷째,고객만족이라는 가치를 

요시해서 정부가 소비자 심 인 조직으로 된다면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할 

수 없는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객의 크기에 따라 서비스 형태가 달라지고,덜 

요한 고객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Peters&Savoie,1996).

이상에서 간략히 NPM  이론의 개념  특성,한계 에 하여 살펴 보았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NPM  특성들이 조직 구성원에게 얼마만큼의 직무만족과 이

직의도에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는 지,개인주의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의 사회

상  조직문화 속에서 신규로 유입되는 은 구성원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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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 의

Perry&Wise

(1990)

공공기 이나 조직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기본 인 

성향 

Brewer&Selden

(1998)

공공부분에서 우선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의미있는 공공 사

를 수행하려는 동기

Rainey&

Steinbauer

(1999)

-지역공동체,국가,인류의 이익을 해서 사하려는 일반

인 이타 인 동기 

-국가와 국민 지역공동체의 이익에 사하려는 이타 인 동기

Vandenabeele

(2007)

국가의 이익과 련이 되며  언제나 그에 부합하게 행동하도

록 하게 하는 동기

Perry&

Hondeghem

공익증진  사회  복리의 향상을 해 자기 희생  방법을 

통해 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보

는 지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3  공공 사동기(PSM)이론

1.PSM의 개념  유형

PSM은 1990년 미국에서 Perry& Wise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간 동기요인 차이를 밝히는 데 자주 활용되는 개념이다.PSM은 공공기 이나 

조직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기본 인 성향(Perry& Wise,1990) 는 

“공공부문에서 우선 으로 나타나는 의미있는 공공 사를 수행하려는 동

기”(Brewer& Selden,1998).지역공동체,국가,인류의 이익을 해서 사하려는 

일반 인 이타 인 동기(Rainey & Steinbauer,1999)로 정의하고 있다. 한 

Vandenabeele(2007)는 국가 이익과 련이 되며 언제나 그에 부합하게 행동하도록 

하게하는 동기로 정의하고 있다.PSM은 Perry(Perry& Wise1990,1997,2000).에 

의해 개념화되고 조작화 되면서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차별 인 공공부문 종사자 

특유의 동기요인으로 정의되고 연구되어 지고 있다.이 듯 연구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본 논문에서는 Perry& Wise에 의해 정의된 공공기

이나 조직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기본 인 성향이라고 규정하기로 한

다.

【표 2-2】PSM에 한 연구자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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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여지는 일반 인 동기

조태 ․윤수제

(2009)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타  동기,친사회  행태,사회의 안녕

을 우선시하는 가치  신념체계

주된 논의는 공공부문종사자는 민간부문의 종사자와는 욕구  가치체계가 다르

며 그 결과로 동일한 자극에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므

로 성과 향상을 해서  보상과 같은 외 인 유인에 의존하는 민간부문의 

기법도입이 항상 올바른 선택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공공부문 종사자들

의 내 인 동기요인은 민간부문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매우 요하기 때

문에 인사  조직 리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Perry &

Wise(1990)는 PSM의 3가지 이론 인 기 틀로서 합리 (Rational), 규범

(norm-based),감성 (affective)차원의 3가지로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첫째,공공

사동기가 높은 개인일수록 공공조직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가능성이 클 것이

다.둘째,공공조직에서는 공공 사동기가 성과와 정(+)의 계일 것이다.셋째,공

공 사동기가 높은 개인을 유인하고자 하는 공공조직은 개인성과를 효과 이게 하

기 해 인센티  같은  보상 같은 것에 보다 게 의존할 것이라는 이

다.그러면 세가지 이론  틀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합리  차원

합리 (rational)차원은 공공정책에 한 호감도(attraction to public policy

making)를 의미한다.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요인을 개인 효용 극 화

를 해 합리성을 추구하는 개인이라는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극 화 하고자 

하는 효용이라는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사익 뿐만이 아니라 공공 정책형성에의 참

여,동일시 특정이해 계에 한 지지 등으로 환된 효용으로 이를 극 화하기 

해 노력한다는 에서 합리 인 인간에 합한다는 것이다.정책 형성과정에의 참

여는 국가와 사회에 의미있고 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더 큰 사

회  선의 실 에의 기 를 다.구성원으로서 사회  정책의 성공이 곧 자아실

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설명된다(이근주,2005b).

나.규범  차원

규범 (norm-based)차원은 공익실 을 한 노력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공

익 몰입(committmenttopublicinterest)으로 측정된다.이는 공익 사에의 욕구와 

련되어 있으며,사회  형평을 추구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에 한 큰 심과 공

익을 우선하려는 노력으로 공공부문에서는 기본 인 규범이다.이러한 공익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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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원 특 징

합리  차원

(rational)

-정책과정에 참여

-사회 공공정책에 한 동일시

-특정이해 계에 한 지지

규범  차원

(norm based)

-공익 사에의 욕구

-국가  정부 체에 한 충성과 의무

-사회  형평의 추구 

감성  차원

(affective)

-정책의 사회  요성에 기인한 정책에 한 몰입

-선의의 애국심

이타주의  동기와 연결되어(Perry& Wise,1990) PSM에 있어서 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한가지 국가와 정부 체에 한 충성과 의무를 포함하며 임받은 

권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있다 (Buchanan,1975;Perry& Wise,

1990재인용).

다.감성  차원

마지막으로 감성 (affective)차원은 동정(compassion)과 희생(self-sacrifice)의 두차

원으로 측정된다.동정은 사회  약자 는 사회  문제해결에 한 심의 정도

로  보상과 무 하게 공익 련 문제해결을 한 노력과 이를 통한 만족 등

을 통해 측정하게 된다(이근주,2005).정책의 사회  요성에 기인한 정책에의 몰

입  선의의 애국심을 가지는 것으로 선행을 지지하고 사회 으로 가치 있는 활

동에의 극 참여,약자에 한 보호 측면에 기여하게 한다.

【표 2-3】PSM의 세 가지 차원의 특징

※ Perry&Wise,1990을 토 로 재구성

2.Perry의 PSM 이론

Perry(2000)는 이후 이를 보완한 과정이론을 제시하여 PSM을 설명하고자 하 다.

핵심 내용은 기의 3가지 차원의 이론  틀 구축시 합리  차원에 근거한 개인의 

선호와 가치문제에 있어서,기존의 지배 인 시각인 합리  선택이론에 기반한 동

기이론에는 비 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즉,합리  선택이론은 효용극 화

(utilitymaximization)원칙에 근거해 여러 행동 안을 비교,비용 편익을 계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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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기  가치를 극 화시키는 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합리  선택모델과 공

리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호나 가치는 외생 이며 주어진 것으로 간주해 설명하자 

못했던 부분들 즉,자기희생,이타주의,동정심,의무감 공익몰입 등 공공부문에서

의 독특한 특징에 한 안  설명으로 ‘개인의 선호는 내생 이며 학습되어 지

는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2007,손명구 재인용).이에,동기이론의 배경을 

탐구․과정이론을 재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 다.첫째,합리 ,규

범 ,감성  과정은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둘째,사람들은 그들의 자기개념

(self-concepts)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셋째,선호나 는 가치는 동기이론에 

해 내생 (endogenous)이어야 한다.넷째,선호는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되는 것이

다.

Perry(2000)는 이러한 4가지 이론  제를 바탕으로 PSM이론을 발표함으로써 이

론  틀을 정립하 는 데 의의가 있으며,개인의 선호나 동기는 사회 역사 인 맥

락,동기  맥락,개인  특성,행  요인 등 다양한 환경변수의 상호작용 결과

로 발생한다는 것을 주요 핵심내용으로 한다.이후 미국을 심으로 많은 연구들

이 이론 ,경험 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3.PSM에 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나타나는 특유의 동기요인으로서의 PSM을 경험 으로 검증

한 선행연구들은 많이 있다.주제별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독립변수로서의 공공 사동기(PSM)의 효과와 련한 연구

첫째,PSM과 조직몰입(organizationalcommitment)  직무만족과 련한 연구

로,조직의 성과나 생산성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낸 연구가 많이 있

다.Crewson(1997)은 공공 사동기를 지닌 직원들이 상 으로 경제  보상을 선

호하는 직원들보다 더욱 조직에 몰입하고,조직과 개인을 동일시하며,조직을 해 

노력하는 행동이 더 많음을 보여 다는 경험  경과를 제시하기도 하 다.Naff&

Crum(1999)은 미연방공무원 10,000명을 상으로 직 ,연령,성별 등 개인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회귀분석한 결과 PSM이 이직의사를 이고 직무만족  조직의 성

과를 높이는 데 정  향을 미침을 밝 냈다.Taylor(2008)는 구성원들의 높은 

PSM이 직무만족을 높이고 조직몰입을 이끈다는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얻었으

며,김상묵(2003)은 2001년과 2003년에 실시된 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역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침을 밝혔다.손명구(2009)의 서 구청 공무원을 심으로 한 경험  연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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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사 상 표본수 종속변수 분석결과

Naff&Crum

(1999)
미연방공무원 10,000명

직무만족

직무성과

이직의사

(+)

(+)

(-)

Taylor

(2008)

공공부문

민간부문
674명

조직몰입

직무만족

(+)

(+)

지환(2009)의 해군간부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모두 정 인 계가 있음을 검

증하 다.공공부문 종사자의 경우 PSM이 높을수록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한 만족도가 높으며 조직몰입을 더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윤정(2013)에서도 

공공기  구성원들의 PSM은 조직몰입  근무동기에 정  향을 미치는 직무

태도 향상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 다.이명훈(2013)에서도 공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 PSM이 조직몰입에 정  향요인으로 나타남을 실증하 다.따라

서 PSM은 생산성 제고를 해서도 고취되어야 할 동기인 것이다.

둘째,PSM의 조직성과  이직율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이다.

Naff&Crum(1999)도 상기에 언 한 것처럼 PSM이 높을수록 업무성과 한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으며,이런 정 인 경험은  오랫동안 공공조직에 머무르도

록 하는 여건을 형성하게도 되기 때문에 이직율도 여  수 있다는 을 나타내

고 있다.Dilulio(1994)도 미연방공무원에 한 분석에서 사익이나  이익의 효

용극 화로 개인의 합리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합리론  선택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조직의 목표나 사회공익 타인에 한 배려와 복지 등에 큰 가치를 두고 자신

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했다.(2005,이근주)성과와 련하여 (+)의 

향력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가 있다 (Brewer& Selden,2000;이근주,2005b; 조

태  & 윤수재,2009;왕태규,2006)는 조직성과의 향요인에 한 연구에서 PSM

을 독립변수로 설정,성과와 정  향 계가 있다는 것을 밝 냈다.조태 ⦁윤

수재(2009) 한 PSM과 조직성과와의 계를 연구,구조방정식을 통해서 정 인 

향력을 발견하 다.

그러나 이에 상반하여 Jurkiewiczetal(1998)의 경우 공사부문간 비교연구에서 측

과는 다르게 PSM이 민간종사자들이 더 높게 나오고  보상선호에 있어 서도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비교  높은 수 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특히  보상

을 PSM보다 더 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 Alonso &

Lewis(2001)의 연구에서도 PSM과 성과수 간 (+)의 상 계에 하여 명백한 증

거를 발견할 수 없어 성과수 에 따른  보상이 측되는 경우에는 높은 보

상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

【표 2-4】독립변수로서의 PSM의 효과와 련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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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묵

(2003)

앙, 역,기  

단체 공무원
1,739명

직무만족

조직몰입
(+)

이근주

(2005b)

공공부문

민간부문
329명

개인이인식한조직

의 성과수
(+)

손명구

(2009)
서 구청공무원 721명

직무만족

조직몰입

(+)

(+)

박지환

(2009)
해군간부 558명

직무만족

조직몰입

(+)

(+)

조태  &

윤수재(2009)

서울특별시

공무원
165명

개인이 인식한 

조직성과
(+)

윤성근 

(2009)
경기도소방공무원 298명

서비스지향성

성과지향성

(+)

(+)

최윤정

(2013)

정부 앙 행정기

정부출연연구기
290명

조직몰입

근무동기

(+)

(+)

이명훈

(2013)
한국농어 공사 290명 조직몰입 (+)

나.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비교와 련한 연구 

한 PSM과 련한 내재  보상과 외재  보상을 심척도로 공공과 민간부문 

종사자간의 동기 비교를 통한 PSM 실재 여부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Crewson(1997)은 비교연구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경제  보상 등의 민간부문 

종사자들이 요하게 여기는 외재  보상보다 성취감을 주는 요업무에 더 비

을 둔다고 하 다.Houston(2000)도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보수보다는 요한 일에 

더 높게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 으며,사회에 유용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더욱 더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며 상 으로 보수가 낮고 승진기회가 열악해도 자신의 업

무에 더 노력한다고 한다(Frank& Lewis,2004).이근주(2005)연구에서는 공사부문

간 PSM 비교연구를 통해 민간부문 종사자들 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더욱 높은 

PSM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 다.

PSM을 독립변수로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공무원들을 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로,공공부문의 요 일부임에도 공기업 종사자에 한 연구는 

심이 었다.따라서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서부발 (주)직원들을 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PSM의 실재와 정도 여부,  직무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 데이터

를 활용해 실질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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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SM의 조 효과와 련한 연구 

최윤정(2013)은 최근 지방이  공공기  구성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성원들

의 심리상태와 직무태도와의 계에 있어서 PSM이 부분 으로 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결과를 발표하 다.즉,공직사명감과 이 에 한 기 심리가 상호작용의 효

과를 발휘할 때 조직몰입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하 다.반면 농어 공사 1개 기

 구성원을 상으로 한 연구(이명훈,2013)에서는 PSM이 구성원들의 직무불안과 

조직몰입간 계에서 부(-)의 방향으로 약화시키는 조 효과는 없다는 경험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 다.따라서,조 효과와 련해서는 공공부문별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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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공익몰입

·희생정신

직무만족

(JobSatisfaction)

NPM

·성과주의  보상  

 승진기회 이직의도

(Turnoverintention)

제 3장  연구설계

제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1.연구문제

본 연구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서부발 (주)직원을 상으로 이직의도에 향

을 미치는 변수를 PSM과 NPM  특성 요인을 심으로 비교함으로써 공공성과 

기업성을 추구하여야 하는 공공조직에서 어떤 성향이 더 조직성과에 유인 요인으

로 작용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연구모형

문헌연구 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무태도의 향요인들에 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독립변수는 PSM,NPM  특성 변수이며 종속변수는 

이직의도,매개변수는 직무만족을 설정하여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과  매개변수를 통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통제변수로는 성별,연령,

직 ,근속년수,직군,근무지역,근무형태,결혼여부,학력 등과 같은 배경변수이

다.

【 그림 3-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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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4-3

4-4

4-5

4-6

4-7

4-8

본사가 지방으로 이 하면 나는 진지하게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 하면 나는 이직하고 싶다고 종종 생각한다

나는 재 새로운 직장에 한 정보수집  비를 하고 있다

비슷한 월 을 다면 수도권의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1)번부터 4)번 문항에 그 다로 답변할 경우 그 이유 (2가지)-

1)번과 4)번 문항에 아니다로 답변할 경우 그 이유 (2가지)-

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개인 으로는 지방근무는 불편하지만 지역의 균     

형발 을 한 정책  단으로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에 따른 보수나 인센티 가 많이 주어진다면 지방으로 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제 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본 연구의 수행을 해 변수별로 측정이 가능한 설문 문항을 구성,다음과 같이 

조작  정의  측정을 하고자 한다.각각의 부분 문항은 Likert5  척도(1  

 아니다,5  매우그 다)를 사용하 으며,일부 이직과 련한 이유에 한 

자신의 생각을 최 한 표출할 수 있도록 기타문항을 포함 5가지 답안을 제시하

다.

1.종속변수 :이직의도 

본 연구에서는 본사 지방이 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이직의사를 알

아보려는 것으로,더 이상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재의 직장을 이직 하려는 의

사의 정도를 말한다.측정 문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2.매개변수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일반 으로 자신의 직무나 직무경험을 통해 느끼고 있는 만족의 정

도로서 여기서는 회사의 인사,채용 승진,보수,복지,상하 계 등을 포 하 으

며,특히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부분에 있어서도 만족여부에 한 설문을 설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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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3-14

3-15

우리 회사의 채용  교육체계는 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히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

우리 회사는 효율 인 인 자원 리를 해 꾸 히 노력하고 있다

나는 회사의 인사,승진제도에 해 체로 만족한다

나는 재 하고 있는 일에 비해 보수를 잘 받고 있다 

보수  성과 체계는 실 에 따라 비교  공정하다

나의 보수는 타 민간회사 친구들보다 지 않다

나는 우리 회사가 벌이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더 나은 직무를 맡기 해 자기개발하고 싶다

나는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반 으로 재 직무에 만족한다

나는 재 직장 동료  상하 계에 만족한다

우리 회사의 복지제도에 해 반 으로 만족한다

나는 고충이 있을 때 회사 안에서 히 표 할 창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여성들도 일하기 좋은 직장이다

회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여성으로서 이 회사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노력하면 충분

히 승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성인 경우)

1-1

1-2

1-3

1-4

【공익몰입】

공익에 기여한다는 것은 나에게 매우 요하다

할 수만 있다면 지역 사회를 한 다양한 공공의 사 활동을 하고 싶다

나는 내가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하는 정책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양한 공공정책의 시행  폐지에 별로 심이 없다

1-5

1-6

【동 정】

나는 사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 마음이 아 다 

자신의 문제해결을 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 해서는 동정할 

필요가 없다

3.독립변수 :PSM,NPM  특성변수

가.PSM

perry(1996)에 의해 개발되고 이근주(2005)에 의해 실제 사용된 문항을 활용하

되,하 차원을 공익몰입,동정,희생으로 압축하여 좀 더 실과 부합되도록 다음

과 같이 측정문항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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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나에게 있어 애국심이란 타인의 복지증진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

한다

나는 개인 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복지에 하여는 별로 심이 없다

1-9

1-10

1-11

1-12

1-13

【희 생】

나는 개인 인 성공보다도 사회에 한 공헌이 더 의미있고 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회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높은 수입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회에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한다

나는 보통 다른 사람을 돕기 해서라면 손해를 감수하는 편이다

사회의 선을 해서라면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마음의 비가 되어       

있다

2-1

2-2

2-3

2-4

2-5

2-6

2-7

2-8

회사는 업무실 에 따라 승진시켜야 하며,그런 승진체계는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성과   보수는 업무실 에 따라 지 되어야 하며,그런 체계는 필요하     

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각자 한일에 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며,이에 따라 승진과      

차등보수를 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조직에서 무능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는 충분한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업무에 한 높은 수 의 달성에 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아마 더 일에 집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업무에 한 높은 수 의 달성으로 인해 승진이 빨라진다면 아마       

더 일에 집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해서는 부서간,개인간 서로 경쟁이 치열하      

더라도 이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직에서 창의 이고 신 인 업무에 더 가치를 두고 보상을 주려는 것     

은 잘하는 일이다

나.NPM

신공공 리론에 기 한 경쟁과 효율,직무 성과에 있어서의 차별  보상,승진

기회 등 련 특성들에 한 인식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2011년 6월 실시된 공

무원 인식조사(주 :서울  행정 학원)를 재구성,문항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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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공기업직원의 PSM이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규범  차원의 공익몰입 수 (CPI)은 공기업직원의 직무만족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감성  차원의 희생정신(SS)은 공기업직원의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NPM  보상은 공기업직원의 직무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와 승진기회는 공기업직원의 직무만족도에 정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공기업직원의 PSM은 본사 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3-1규범  차원의 공익몰입 수 (CPI)은 공기업직원의 본사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감성  차원의 자기 희생정신(SS)은 공기업직원의 본사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연구가설의 설정과 연구방법

1.연구가설의 설정 

가.독립변수

(1).PSM과 직무만족과의 계에 한 가설

(2).NPM  보상과 직무만족도와의 계에 한 가설

(3).PSM과 본사 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와의 계에 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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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
NPM 보상 인식은 공기업 직원의 본사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PSM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5-1PSM 공익몰입 수 (CPI)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

어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5-2 PSM 자기희생(SS)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6
NPM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
PSM은 NPM  보상동기보다 더 공기업직원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4).NPM  보상과 본사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와의 계에 한 가설

(5).PSM 과 NPM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의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련된 가설

(6).독립변수간 매개변수와의 상  향력 크기에 한 가설 

2.연구방법 

본 연구는 PSM이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설문조사의 방법을 통

해서 실증 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먼  다각 인 방법으로 선

행연구를 통해 가설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재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서부발 (주)의 종사자를 상으로 이

들에게 과연 PSM이 있는 지 여부와 그것과는 구별되는 민간부문  직무요인이 있

는 지 있다면 이들과 직무만족과의 상 계가 어떻게 나타나며 이것이 이직의도

에는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먼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Cronbach'sa값을 이용해 신뢰도를 검증한

다. 한 PSM과 NPM의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해 T-test  ANOVA test

(분산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한 PSM  NPM변수가 이직의도의 향요인에 있

어 직무만족이 매개변수의 역할 여부 등,인과 계를 밝히기 해 다   계 ,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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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은 2013년도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229명의 유효 

설문지를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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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  별
남성 175 76.4

여성 54 23.6

연  령

10~20 20 8.7

30 82 35.8

40 81 35.4

50 46 20.1

직  

1직 10 4.4

2직 22 9.6

3직 (차장) 101 44.1

4직 (과장) 15 6.6

4직 (직원) 75 32.8

5직 이하 6 2.6

근속년수

5년 미만 43 18.8

5년이상~10년미만 52 22.7

10년이상~15년미만 23 10.0

15년이상~20년미만 46 20.1

20년이상~25년미만 25 10.9

25년이상 40 17.5

직  군
사무직 98 42.8

기술직 131 57.2

소  속

본사 113 49.3

태안 62 27.1

평택 29 12.7

제 4장 연구결과

제 1  기술통계 분석

1.인구통계학  특성 

한국서부발 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상으로 배부하여 회수된 유효 설문지 

229부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1】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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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 11 4.8

군산 14 6.1

근무형태
일근 223 97.4

교 근무 6 2.6

결혼여부
결혼 183 79.9

미혼 46 20.1

학  력

고졸이하 15 6.6

문 ~ 졸 178 77.7

학원이상 36 15.7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성별의 경우는 남성이 

76.4% 여성이 23.6%로 나타났고,연령별 분포는 30,40 가 35.8%,35.4%로 체의 

71.2%로 부분의 비율을 차지하 으며,50  20.1%,10~20  8.7%의 순서로 나타

났다.직 은 3직  차장이 44.1%로 제일 많았고,다음 4직  직원이 32.8%,2직  

부장 9.6%,4직  과장 6.6%,1직  처장 4.4%,5직  이하 2.6%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는 5년이상 10년미만이 22.7%,15년이상 20년미만이 20.1%,5년미만이 

18.8%,25년이상이 17,5%,20년이상 25년미만이 10.9%,10년이상 15년미만이 10.0%

의 순으로 비교  다양하게 나타났다.직군은 기술직이 57.2%,사무직이 42.8%로 

비교  고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지역으로는 본사가 49.3%로 가장 많았고,태

안 27.1% 평택 12.7% 군산 6.1% 서인천 4.8%순으로 나타났다.근무형태는 일근이 

97.4% 로 부분을 차지하 고 교 근무는 2.6%로 나타났다.결혼여부에서는 결혼

이 79.9% 미혼이 20.1%,학력별 분포로는 고졸이하가 6.6%로 상 으로 가장 낮

았으며, 학원이상은 15.7%, 문 ~ 졸이 7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측정도구의 평가 

측정도구의 평가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여러 변수들이 얼마만큼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 는가를 악하기 한 것으로,요인분

석을 통해 같은 개념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있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본 연구에

서 사용한 척도들은 그간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고는 하지만 새로이 주제에 

맞게 변수간 요도 확인과 구조의 재설정을 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 다.분

석을 통해 상 계가 높은 변수와 동일한 요인은 같이 묶어 변수를 단순화하고,

요인 요도가 낮은(요인 재치 0.4이하)변수는 제거함으로써 문항의 타당도를 높

다.이러한 변수 정제과정을 통해 새로 생성된 변수로 회귀분석,평균차이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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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값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측도 .859

Bartlettdml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332.982

자유도 78

유의확률 .000

설문

항목

잠재

변수

요인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1-12 희생 .830 .740

1-13 희생 .795 .710

1-11 희생 .792 .677

1-10 희생 .788 .713

1-9 희생 .714 .613

1-2
공익

몰입
.808 .722

1-1
공익

몰입
.793 .723

1-5
공익

몰입
.699 .524

(t-test)상 분석(ANOVA)들에 활용하 다.

가.독립변수에 한 타당성 검정과 신뢰도 분석

(1)PSM

【표 4-2】KMO와 Bartlett의 검정(PSM-1)

Kaiser-Meyer-Olkin(KMO)는 변수들간의 상 계가 다른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이값이 0.9이상이면 요인분석을 한 변수선정이 상

당히 좋다는 뜻이고 0.80~0.89이면 꽤 좋고 0.50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가 

된다.여기서는 0.859의 높은 수 을 보이고 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의 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형의 

합여부는 유의 확률로 나타내게 되는 데 여기서는 0.000으로서 합하며 공통요

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3】PSM에 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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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익

몰입
.606 .501

1-8 동정 .847 .733

1-4 동정 .748 .625

1-6 동정 .635 .530

Eigen-value 3.60 2.96 1.74

분산설명(%) 27.71 22.78 13.40

변량(%) 27.71 50.50 63.90

항 목 값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측도 .859

Bartlettdml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041.363

자유도 45

유의확률 .000

【표 4-3】는 PSM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 다.3개의 요인의 13문항

으로 설문 구성하 으며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그러나 주목할 은 문항 1-5

(사회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 마음이 아 다)과 1-7번(애국

심이란 타인의 복지까지도 생각한다)이 원래는 선행연구에서 동정심으로 분류되었

는데 공익몰입으로 추출된 과,1-4(다양한 공공정책의 폐지  시행에 심이 없

다)가 선행연구에서는 공익몰입인데 동정심으로 추출되었다는 이다.따라서 잘못 

재되어 있는 변수(1-4,1-5,1-7)를 제거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해 보았다.그 결과

는 아래와 같다.Kaiser-Meyer-Olkin(KMO)는 동일하게 0.859로 높은 수 을 보이

고 있으며,Bartlett의 구형성 검정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으로 사용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KMO와 Bartlett의 검정(PSM-2)

한 3개 문항을 제거하고 재 요인분석한 결과 마찬가지로 아이젠값이 1이상인 

요인 3개가 추출되었고,분산설명력은 3개요인에 해 요인1은 아이젠값 3.46의 분

산 설명률 34.63%로 나타났고,요인2은 2.24와 22.35%,요인3은 1.36과 13.59% 총 

 분산 설명률은 70.57%로 나타났다.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개 요인에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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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잠재

변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Alphaif

item

Deleted

Cronbach

1-12 희생 .830 .743 .860

.890

1-13 희생 .802 .717 .863

1-11 희생 .802 .682 .870

1-10 희생 .792 .720 .860

1-9 희생 .730 .626 .877

1-2
공익

몰입
.854 .790 .709

.8011-1
공익

몰입
.844 .800 .655

1-3
공익

몰입
.650 .576 .828

1-8 동정 .823 .708 .@
.496

1-6 동정 .809 .695 .@

Eigen-value 3.46 2.24 1.36

분산설명(%) 34.63 22.35 13.59

변량(%) 34.63 56.99 70.57

【표 4-5】PSM에 한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는 PSM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측정 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으며,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하여 배리맥스(varimax)방식을 

채택하 다.문항의 선택기 은 고유값(eigenvalue)은 1.0이상,요인 재치는 0.40

을 기 으로 하 다.PSM은 선행연구와 같이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 으며,총13

개 문항  3개문항이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재되어 이를 제거하고 최종 으로 

10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 다.그러나 10개 문항을 가지고 신뢰도 분석을 한 결

과 문항 1-8과 1-6은 Cronbachα값이 0.6이하로 나와(0.496)신뢰도가 떨어지므로 해

당항목을 삭제하기로 한다.



- 31 -

항목 잠재변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1 공통성

Alphaif

item

Deleted

Cronbach

2-2

성과주의  

보상과

승진 기회

.820 .672 .838

.866

2-5 .809 .654 .840

2-6 .796 .634 .841

2-1 .754 .569 .848

2-8 .706 .499 .852

2-3 .682 .465 .855

2-7 .644 .415 .859

2-4 .578 .335 .867

Eigen-value 4.24

분산설명(%) 53.03

변량(%) 53.03

(2)NPM

【표 4-6】는 성과주의  보상과 승진기회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요인이 하나만 추출되어서 회  성분 결과는 없고 단일화하여 구성하

여야 함을 보여 다.아이젠값이 4.24로 매우 높고 분산설명력도 53.03%로 나타났

다

【표 4-6】 NPM  특성 변수에 한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나.매개변수(직무만족)에 한 타당성 검정  신뢰도 분석

총 15개 문항의 각 변수별 기값과 주성분 분석에 의한 공통성 추출값을 살펴본 

결과 문항 3-6(나의 보수는 타 민간 회사 친구들 보다 지 않음)의 변수는 공통성

이 .397로 0.4이하로 나옴에 따라 이를 요인분석에서 제거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Kaiser-Meyer-Olkin(KMO)는 동일하게 0.886으로 상당히 높은 수 을 

보이고 있으며,Bartlett의 구형성 검정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으로 사용

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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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값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측도 .886

Bartlettdml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909.263

자유도 91

유의확률 .000

설문항목 잠재변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1 요인2 공통성

Alphaif

item

Deleted

Cronb

ach

3-2

인사,여

노사,복지

.833 .780 .870

.890

3-5 .817 .707 .875

3-1 .796 .730 .879

310 .782 .657 .879

3-3 .772 .724 .870

3-11 .731 .627 .880

3-4 .704 .709 .873

3-12 .678 .623 .882

3-13

일가정양립

직무자체

.822 .729 .866

.892

3-8 .764 .598 .885

3-7 .745 .729 .865

3-14 .723 .670 .870

3-15 .715 .643 .874

3-9 .671 .615 .877

Eigen-value 5.38 4.17

분산설명(%) 38.42 29.75

변량(%) 38.42 68.17

【표 4-7】KMO와 Bartlett의 검정(직무만족)

직무만족에 한 탐색  요인분석은 고유값(아이젠값)이 요인1이 5.38요인2가 

4.17로 모두 높으며,  분산값도 68.17%로 나왔다 공통성도 최 치가 .598로서 

반 으로 타당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직무만족 변수에 한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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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값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측도 .777

Bartlettdml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723.452

자유도 15

유의확률 .000

설문

항목

잠재

변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1 요인2 공통성

Alphaif

item

Deleted

Cronbach

4-2

이직

일반

.888 .818 .841

.890
4-3 .879 .775 .864

4-1 .853 .785 .848

4-4 .812 .705 .881

4-8 정책

단

.888 .801 @
.743

4-7 .862 .792 @

Eigen-value 3.01 1.67

분산설명(%) 50.13 27.80

변량(%) 50.13 77.93

다.종속변수(이직의도)에 한 타당성 검정  신뢰도 분석

Kaiser-Meyer-Olkin(KMO)는 0.777으로 높은 수 을 보이고 있으며.Bartlett의 구

형성 검정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으로 사용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KMO와 Bartlett의 검정(이직의도)

이직의도에 한 탐색  요인분석은 고유값(아이젠값)이 요인1이 3.01로 높은 반

면 요인2가 1.67로 나타났다.이는 1개요인이 일반 인 이직의도와 련된 요인인 

반면2번째 요인은 정책  단과 이에 따른 보상여부가 이직의도에 향을  수 

있는 지 여부로 다소 세부  단을 묻는 질문이다.  분산값은 77.93%로 나왔

다 공통성도 최 치가 .705로서 반 으로 타당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 4-10】이직의도에 한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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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변수 문항정제 후 

PSM
잠재변수 3개에서 2개로 축소

3개문항 재차이로 제거,2개문항 신뢰도 문제로 제거 

직무만족
하 차원 잠재변수를 2개로 확  

문항 3-15는 답변자가 여성에 한정함으로 별도 분석

이직의도
하 차원 잠재변수를 2개로 확

문항 4-5,6은 주 식 설문 이직이유로 별도 분석 

단 변수 평균
표

편차

구성개념간 상 계

Inter-ConstructCorrelations)

PSM 공익몰입 PSM 희생

PSM 공익몰입 4.0073 .74434 1.00

PSM 자기희생 3.2751 .76200
.611

(**)
1.00

단 변수 평균
표

편차

구성개념간 상 계

Inter-ConstructCorrelations)

직무만족인사등1
직무만족일

가정등2

라.측정변수들의 특성

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을 통해 단일차원 검증인 NPM을 제외하고, 다음

【표 4-11】과 같이 문항 정제 결과를 요약해 보았다

【표 4-11】문항정제 후의 측정도구 

3.변수별 분포  상 계 분석

한 분석 에 변수별로 평균,표 편차를 알아 으로써 그 분포특징을 살펴보고 

변수들간의 련성  계의 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이를 통해 다 공선성 발

생 가능성 여부를 확인,회귀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표 4-12】PSM 변수간 상 계

**상 계수는 0.01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4-13】직무만족 변수간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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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인사등1 3,4667 .66930 1

직무만족일가정등

2
3.8934 .61373

.662

(**)
1

단 변수 평균
표

편차

구성개념간 상 계

Inter-ConstructCorrelations)

이직의도 일반 이직의도 기타

이직의도 일반 2.2838 .97541 1

이직의도 기타 3.2707 1.03601
-.383

(**)
1

단 변수 평 균 표 편차 표본수(N)

PSM
PSM 공익몰입 4.0073 .74434 229

PSM 희생 3.2751 .76200 229

NPM NPM 3,6578 .63448 229

직무만족
직무만족인사등1 3,4667 .66930 229

직무만족일가정등2 3.8934 .61373 229

이직의도
이직의도 일반 2.2838 .97541 229

이직의도 기타 3.2707 1.03601 229

**상 계수는 0.01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4-14】이직의도 변수간 상 계

**상 계수는 0.01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4-15】변수의 분포

【표 4-15】는 각 변수들의 분포를 나타내 다.변수들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PSM  공익몰입이 4.0073으로 체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 다.이는 공기업에서

도 공무원 못지 않은 사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것과 

동시에 NPM도 3.6578로 비교  높은 값을 보임에 따라 공기업의 본질 인 특성상 

공공성과 민간 인 외 보상에의 동기도 직무만족에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반면,이직의도 일반은 2.283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 반

으로 본사 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는 낮은 수치를 보 다. 반 으로 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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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공익

몰입

PSM

희생

NPM
직무

만족

인사등1

직 무만 족

일가정등2

이직

의도

일반

이직

의도 

기타

PSM

공익몰입
1

변 수 PSM NPM 직무만족 이직의도

PSM 1

NPM
.364

(**)
1

직무만족
.549

(**)

.492

(**)
1

이직의도 -.002
.142

(*)

-.086

(**)
1

양립 직무자체에서 오는 직무만족도가 높고 공익몰입이 크며,동시에 NPM 인 

즉 성과주의  조직성향도 지 않음을 암시한다.

【표 4-16】주요변수의 상 계 분석 : 체

**상 계수는 0.01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 계수는 0.05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4-16】는 주요변수들 체값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의 상  분석결

과 PSM과 이직의도와의 계 외에 다른 모든 변수 간에는 상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NPM과 이직의도는 유의수  0.05하에서 상 계가 있었으며,PSM

과 NPM,PSM과 직무만족,NPM과 직무만족,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은 유의수  

0.01하에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PSM과 

이직의도는 부(-)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즉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는 낮아진다는 것이다.그러나 NPM과 이직의도는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NPM  인식을 가진 직원은 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도 높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직무만족과 PSM이 .549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비교  다른 

변수들은 .5미만의 낮은 상 계를 보여 주었다.보통 독립변수간 상 계 계수

가 0.8이상이면 다  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채서일 2006,한에스더,

2010년 재인용)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

로 보여진다.

【표 4-17】주요변수의 상 계 분석 :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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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희생
.611

(**)
1

NPM
.391

(**)

.293

(**)
1

직무만족

인사 등1

.528

(**)

.424

(**)

.445

(**)
1

직무만족

일가정등2

.539

(**)

.391

(**)

.464

(**)

.662

(**)
1

이 직 의 도 

일반

-.232

(**)
-.089 -.002

-.182

(**)

-.149

(*)
1

이 직 의 도 

기타

.227

(**)

.286

(**)

.253

(**)

.168

(*)

.204

(**)

-.383

(**)
1

**상 계수는 0.01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 계수는 0.05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의【표 4-17】은 PSM과 직무만족 이직의도 변수의 하 차원별로 상 계를 

분석,제시한 것이다.주요변수 체【표 4-16】과 마찬가지로 부분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하 차원에서는 PSM과 이직의도에서 이직의도 일반과 

PSM공익몰입은 부(-)의 상 계가,이직의도 기타(“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개인

으로 지방근무는 불편하지만 지역의 균형발 을 한 정책  단으로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설문4-7”와 “이 에 따른 보수나 인센티 가 많이 주어

진다면 지방으로 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다/설문4-8)와는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일반   한 PSM희생과 이직의도,NPM과 이직의도 

일반은 유의미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직무만족1과 직무만족2는 .66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 으로 하 차원에서도 다 공선성의 문제는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4.통제변수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이 부분에서는 PSM과 NPM  특성이 인구통계학 인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test와 one-wayANOVA를 실시할 

것이다.독립변수가 두 집단인 성별,직군,근무형태,결혼여부에 해서는 T-test를 

실시하고,변수가 두집단 이상인 연령,직 ,근속년수,소속(지역)별,학력별로는 

one-wayANOVA 분석을 통해 평균차이 검정을 하고자 한다. 한 성별,직군,근

무형태별로 PSM수 차이에 한 회귀분석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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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P값남성

N=175

여성

N=54
남성 여성

PSM공익몰입 4.12 3.64 .72 .69 4.279 .000

PSM희생 3.36 2.98 ,75 .72 3.265 .001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P값사무직

N=98

기술직

N=131
사무직 기술직

PSM공익몰입 3.85 4.12 .827 .654 -2.801 .006

PSM희생 3.25 3.29 .826 .713 -.343 .732

가.t-test

(1).성별에 따른 PSM의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해 t-test해본 결과【표 5-18】과 같이 남성과 여

성은 각 각 PSM공익몰입의 평균값이 4.12와 3.64으로 남성이 통계수 하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에 따라서 PSM은 공익몰입과 희생의 t값이 

각각 4.279,3.265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도 .000.001로 0,05보다 작은 수치를 

보인다.즉 성별에 따라서 공공 사동기는 차이가 있으며 결과 으로 남성이 더 

PSM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표 4-18】성별에 따른 t-test결과

p<0.05

(2).직군에 따른 PSM의 차이

직군간 PSM의 차이 여부를 검증하기 해 t-test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

다 아래【표4-19】은 직군별로 크게 사무직군과 기술직군간 PSM의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기술직군이 평균 4.12로 사무직의 3.85보다 높고 t값도 

-2.801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도 각 0.006으로 0.05보다 작게 나왔다.

【표 4-19】직군에 따른 t-test결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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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P값일근

N=208

교 근무

N=21

일근 교

근무

PSM공익몰입 4.01 3.83 .75 .34 .579 .563

PSM희생 3.27 3.10 .76 .35 .570 .570

NPM 3.66 3.29 .63 .56 1.436 .153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P값결혼

N=183

미혼

N=46
결혼 미혼

PSM공익몰입 4.08 3.68 .74 .66 3.400 .001

PSM희생 3.33 3.04 .76 .69 2.329 .021

NPM 3.65 3.65 .65 .55 .002 .999

(3).근무형태에 따른 PSM의 차이

【표 4-20】는 근무형태에 따른 PSM의 인식차이를 나타낸다.조사결과 일근자가 

오히려 PSM공익몰입이 상 으로 더 높은 평균치를 보 지만 다 t값은±1.96보다 

작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안정 인 력생산을 해 기

술직원의 경우 다수가 발 소에서 교 근무를 하고 있는 발 회사이지만 특별히 

교 근무 하는 직원들의 PSM이 높지는 않았다.오히려 일근하는 직원들이 PSM은 

조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유의미한 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근무형태에 따른 t값

p<0.05

(4).결혼여부에 따른 PSM의 차이

아래의【표 4-21】은 결혼여부에 따른 PSM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결혼한 직원

의 경우 PSM공익몰입의 평균값이 4.08로 미혼 3.68보다 높게 나왔다.PSM희생도 

3.33으로 미혼 3.04보다 높은 수치를 보 다.t값과 p값도 각각 3.400과 .001그리고 

2.329와 .02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결혼한 직원은 미혼인 직원보다 PSM

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21】결혼여부에 따른 t값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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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PSM) N 평균 표본편차 F값 유의확률

연령

10~20 20 3.1313 .50078

17.257
.000

**

30 82 3.2713 .73357

40 81 3.6914 .55449

50 46 3.9783 .55107

합계 229 3.518 0.58

직

1직 10 3.2000 1.55813

4.676
.000

**

2직 22 3.7330 .56733

3직

(차장)
101 3.6931 .53809

나.one-wayANOVA분석 결과

변수가 두집단 이상인 연령,직 ,근속년수,소속(지역)별,학력별로는 one-way

ANOVA분석을 통해 평균차이 검정을 하고자 한다.PSM 인식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 4-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ANOVA 분석 결과 한국서부발 (주)직원의 경

우 연령,직 ,근속년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의 

경우 10~20 에서 40 ,50 로 갈수록 평균값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10~20 ,30 는 연령의 체 평균값인 3.518보다 낮았으나,40  50 의 경우 

평균값보다 0.17~0.46많은 높은 수 의 PSM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직

의 경우도 유의수  .000으로 P<0.01으로 직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

고직 인 1직 을 제외하고 4직  이하 직원의 경우보다는 4직  과장  이상 간

부직원의 PSM이 훨씬 평균값이 높게 나왔다.그러나 1직  직원의 경우 상당한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PSM은 그리 높지 않았다.

(1).PSM에 한 인식차이 

아래의【표 4-2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근속년수의 경우 체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PSM수 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5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평균 3.5989보

다 상당히 낮은 3.0000을 나타내었고,5년이상 10년미만도 3.3966을 보 다.그런데 

10년 이상 ~15년 미만보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약간 낮아졌지만 10년이상이

될수록 평균 3.5989를 상회하는 높은 수 의 PSM을 보여 근속년수별 공공 사동

기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소속 지역별,학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2】one-wayANOVA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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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직

(과장)
15 3.8500 .73527

4직

(직원)
75 3.3050 .64142

5직

이하
6 3.3542 .41395

합계 229 3.52 0.74

근속

년수

5년 미만 43 3.0000 .77392

12.463
.000

**

5년이상~

10년미만
52 3.3966 .57133

10년이상~15

년미만
23 3.7772 .47517

15년이상~20

년미만
46 3.6440 .61122

20년이상~25

년미만
25 3.8850 .49859

25년이상 40 3.8906 .59322

합계 229 3.5989 0.59

소속

본사 113 3.5155 .73954

.513 .726

태안 62 3.6371 .64802

평택 29 3.4612 .59208

서인천 11 3.6591 .51262

군산 14 3.5357 .69412

학력

고졸이하 15 3.0750 1.32439

3.999 .020문 ~ 졸 178 3.5878 .60214

학원이상 36 3.5590 .6363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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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NPM) N 평균 표본편차 F값 유의확률

연령

10~20 20 3.5438 .46994

3.610 .014
30 82 3.5320 .77000

40 81 3.6775 .58057

50 46 3.8967 .43165

직

1직 10 3.1750 1.51520

4.728
.000

**

2직 22 3.9545 .42877

3직 (차장) 101 3.7574 .47296

4직 (과장) 15 3.7167 .56963

4직 (직원) 75 3.5400 .64599

5직  이하 6 3.0208 .36586

근속

년수

5년 미만 43 3.3983 .82972

3.952
.002

**

5년이상~

10년미만
52 3.6731 .57902

10년이상~

15년미만
23 3.4022 .80566

15년이상~

20년미만
46 3.7310 .54897

20년이상~

25년미만
25 3.7750 .45357

25년이상 40 3.9063 .37633

소속

본사 113 3.6350 .65105

.328 .859

태안 62 3.6633 .69342

평택 29 3.6595 .54985

서인천 11 3.6250 .56734

군산 14 3.8393 .46105

학력

고졸이하 15 3.1000 1.16420

7.740
.001

**

문 ~ 졸 178 3.6678 .58223

학원이상 36 3.8403 .44482

(2).NPM에 한 인식차이

【표 4-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NPM에 한 인식차이의 경우 직 ,근속년수,학

력별로 P<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직 에 경우 2직 인 부장 에서 NPM

 특성에 따른 보상동기에 가장 높은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근속년수도 

체로 근속기간이 오래될수록 학력도 높아질수록 더 NPM  동기에 더 높은 인

식을 갖고 있었다.

【표 4-23】NPM에 한 인식차이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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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본편차 F값 유의확률

연령

10~20 20 3.4577 .46321

4.176
.007

**

30 82 3.4841 .72569

40 81 3.7502 .45614

50 46 3.7575 .53980

직

1직 10 3.2308 1.56263

3.333
.006

**

2직 22 3.7483 .57963

3직 (차장) 101 3.7669 .41758

4직 (과장) 15 3.4872 .51163

4직 (직원) 75 3.5210 .57014

5직  이하 6 3.3077 .43514

근속

년수

5년 미만 43 3.3631 .85449

2.874 .015

5년이상~

10년미만
52 3.5784 .47748

10년이상~

15년미만
23 3.6890 .60145

15년이상~

20년미만
46 3.7391 .47515

20년이상~

25년미만
25 3.7077 .48243

25년이상 40 3.7808 .50293

소속 본사 113 3.6760 .65388 .637 .637

(3).직무만족에 한 인식차이

아래의【표 4-24】은 직무만족에 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직무만족에 있어서는 연령,직 ,학력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연령 가 높아질수록,학력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크

게 나타났으며,직 간에도 만족도의 차이가 있음이 볼 수 있었다. 부분 연령상 

3~5년 이내 퇴직을 앞두고 둔 1직  직원과  5직 이하 별정직에서는 직무만족

도 평균값이 3.5103으로 다소 낮은 평균값을 보인 반면,조직 계상 간  리

자인 차장  3직  직원과 2직 인 부장  직원은  모두 평균을 넘는 만족도를 보

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한참 일에 몰입하고 조직에 허리를 받치고 있는 간층에

서는 직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직무만족에 한 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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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62 3.6067 .54644

평택 29 3.4907 .53823

서인천 11 3.7063 .39943

군산 14 3.6044 .55704

학력

고졸이하 15 3.1128 1.17844

6.961
.001

**
문 ~ 졸 178 3.6482 .51997

학원이상 36 3.7607 .5004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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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값 유의확률
베타 표 오차 베타

1

상수 3.231 .090 35.887 .000

더미변수 남여 .416 .103 .259 4.042 .000

R=.259,R제곱 =.067,수정된 R제곱 =.063

F=16.340 Durbin-Watson=1.691

다.통제변수별 PSM에 한 회귀분석 결과

(1).성별에 따른 PSM 회귀분석  

아래의【표 4-25】는 성별을 더미변수로 변경해 새로운 더미성별을 생성하고 회

귀분석을 함으로써,독립변수인 더미성별과 종속변수인 PSM의 상 계를 보았다.

상 계를 나타내주는 R=.259로 거의 없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6.3%(수정된 

R제곱 =.063)설명한다는 것으로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F

값은 16.340유의확률(P값)이 .000으로 통계  유의 수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회

귀모형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더미성별과 PSM과는 t값이 4.042로 통계  유의수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기존 Perry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PSM 수 이 높다는 통  

견해와는 다르게,우리나라에서는 성역할에 한 인식과 더불어 상 으로 남성

이 국가에 한 헌신과 공익추구를 요한 사회  가치로 여기도록 인식되어 왔다

는  다른 선행연구(이근주․이혜윤,2007)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공공부문에서는 

순수 공무원 뿐 아니라 공기업종사자에게도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PSM의 하 차

원인 공익몰입  자기희생이 확실히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25】더미변수를 이용한 PSM에 한 회귀분석 결과(성별)

a 측값 :(상수)더미변수 남녀 남 -1,여 -0

b종속변수 :PSM 체

(2).직군에 따른 PSM 회귀분석  

아래의 표【표 4-26】는 직군별을 더미변수로 변경해 새로운 더미직군을 생성하

고 회귀분석을 함으로써,독립변수인 더미직군과 종속변수인 PSM의 상 계를 

보았다.상 계를 나타내주는 R =.183으로 거의 없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3.3%(수정된 R제곱 =.033)설명한다는 것으로 설명력이 거의 없는 나타났다.  F

값은 7.844유의확률(P값)이 .006(p<0.05)로 회귀선이 모형에 합하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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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값 유의확률
베타 표 오차 베타

1

상수 4.125 .064 64.369 .000

더미 직군 

사무기술
-.274 .098 -.183 -2.801 .006

R=.183,R제곱 =.033,수정된 R제곱 =.029

F=7.844 Durbin-Watson=1.600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값 유의확률
베타 표 오차 베타

1

상수 3.290 .067 49.322 .000

더미 직군 

사무기술
-.035 .102 -.023 -.343 .732

R=.023,R제곱 =.001,수정된 R제곱 =-.004

F=.118 Durbin-Watson=1.775

다.t값은 -2.801로 기술직군이 사무직군보다 더 공공 사동기(PSM)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직군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당  기 와는 다르게 기술직군이 

사무직군보다 하 차원에서의 PSM 공익몰입이 높게 나왔다.

이는 안정 으로 력을 공 해 사회에 기여하려는 에 지 기술 문 공기업으로

서의 특성을 반 해,사무직보다는 보다 더 장 착 으로 인지하기 때문이 아

닐까 생각된다.

【표 4-26】더미변수를 이용한 PSM 공익몰입에 한 회귀분석 결과(직군1)

a 측값 :(상수)더미직군 사무직 -1,기술직 -0

b종속변수 :PSM 공익몰입

아래의【표 4-27】은  하나의 PSM의 하 차원인 PSM 희생에 한 직군별 차

이를 더미 분석한 것이다.유의확률이(P값)이 .732(p>0.05)로 통계  유의수 하에 

있지 않아 회귀선 모형에 합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7】더미변수를 이용한 PSM 자기희생에 한 회귀분석결과(직군2)

a 측값 :(상수)더미직군 사무직 -1,기술직 -0

b종속변수 :PSM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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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값 유의확률
베타 표 오차 베타

1

상수 3.734 .293 12.696 .000

근무형태 -.179 .283 -.042 -.633 .527

R=.042,R제곱 =.002,수정된 R제곱 =-.003

F=.401 Durbin-Watson=1.722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값 유의확률
베타 표 오차 베타

1

상수 2.993 .088 33.988 .000

근속년수 .167 .023 .428 7.141 .000

R=.428,R제곱 =.183,수정된 R제곱 =.180

F=50.993 Durbin-Watson=1.772

(3).근무형태에 따른 PSM 회귀분석  

아래의【표 4-28】는 근무형태에 따른 PSM수 에 차이 여부를 회귀분석한 것이

다.유의확률이(P값)이 .527(p>0.05)로 통계  유의수 하에 있지 않아 회귀선 모형

에 합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8】근무형태에 따른 PSM에 한 회귀분석 결과

(4).근속년수에 따른 PSM 차이 

아래의【표 4-29】는 근속년수를 독립변수로 PSM의 수 차이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상 계를 나타내주는 R=.428,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설

명력을 보여주는 R제곱은 .183으로 18.3% 설명해주고 있다.  F값은 50.993유의

확률(P값)이 .000으로 통계  유의 수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회귀모형에 합하

다고 할 수 있다.

【표 4-29】근속년수에 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PSM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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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공기업직원의 PSM이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규범  차원의 공익몰입 수 (CPI)은 공기업직원의 직무만족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감성  차원의 자기희생(SS)은 공기업직원의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NPM  보상은 공기업직원의 직무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와 승진기회는 공기업직원의 직무만족도에 정   

의 (+) 향을 미칠 것이다

제 2  연구가설의 검증

1.PSM  NPM과 직무만족과의 계 검증 :가설 1  가설 2

본 연구에서는 공공 사동기와 NPM  특성을 독립변수로 공기업 직원의 직무만

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검증해 보았다.이외에도  

인구통계학  특성들도 통제변수로 설정해 살펴보았다

가.가설 1-1의 검증

가설 1-1은 PSM 공익몰입(CPI)과 직무만족의 계에 한 것이다.검정결과  

PSM공익몰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계는 t값이 5.528로 ±1.96이상이고,유의

확률(P값)이 .000으로 나타나 가설1-1은 채택되었다.

나.가설 1-2의 검증

가설 1-2는 PSM 자기희생(SS)과 직무만족의 계에 한 것이다.검정결과 PSM

자기희생은 t값이 2.008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도 .048로 P>.05크므로 마찬가

지로 가설1-2도 채택되었다.

다.가설 2의 검증

가설 2는 NPM  보상과 직무만족에 한 것이다.검정결과 NPM  보상은 t값 

5.446유의확률 .000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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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 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직무

만족

상수 .332 - 2.996 .003

PSM

공익몰입
.056 .384 5.528

.000

***

PSM

자기희생
.053 .137 2.008

.048

**

NPM .053 .308 5.446
.000

***

연령 .067 .006 .060 .952

직 .036 .017 .224 .823

근속년수 .037 -.067 -.605 .546

소속 .027 -.086 -1.599 .111

학력 .069 .049 .913 .362

성별 .085 -.035 -.579 .563

직군 .068 .025 .447 .655

R제곱 =.443,수정된 R제곱 =.418

F=17.358 Durbin-Watson=1.828

【표 4-30】는 공기업 직원의 PSM  NPM  보상인식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1,2의 검정결과로서 PSM  공익몰입인 CPI와 NPM  보상이 

통계  유의수  하에서 직무만족에 강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PSM의 하 차원인 자기희생(SS)은 유의하긴 하나,상 으로 그 정도가 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7.35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회귀식에 한 R제

곱은 .443로 44.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잔차에 한 상 계를 나타내는 

Durbin-Watson은 기 값은 정상분포곡선을 나타내는 2가 되며,0 는 4에 가까울

수록 회귀모형이 부 합함을 나타내는 데.여기서는 1.828의 수치를 보여 회귀모형

이 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4-30】직무만족에 한 회귀분석 결과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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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공기업직원의 PSM은 본사 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3-1규범  차원의 공익몰입 수 (CPI)은 공기업직원의 본사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감성  차원의 자기 희생정신(SS)은 공기업직원의 본사 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NPM 보상 인식은 공기업 직원의 본사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PSM  NPM과 이직의도와의 계 검증 :가설 3  가설 4

가.가설 3-1의 검증

가설 3-1은 PSM 공익몰입(CPI)과 이직의도의 계에 한 것이다.PSM공익몰입

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는 t값이 -3.537로 ±1.96이상이고,유의확률(P값)이 

.000으로 나타나 가설3-1은 채택되었다.즉 PSM공익몰입은 통계  유의수  하에

서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PSM공익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가설 3-2의 검증

가설 3-2는 PSM 자기희생(SS)과 이직의도의 계에 한 것이다.PSM자기희생

은 t값이 3.518로 ±1.96보다 크고 p값은 .001로 0.05보다 작으나 부(-)의 향을 미

치지 않으므로 가설3-2은 기각되었다.

다.가설 4의 검증

가설 4는 NPM  보상인식과 이직의도의 계에 한 것이다.NPM  보상 인

식은 t값 2.969,유의확률 .003으로 채택되었다.즉,NPM  보상인식은 이직의도와 

정(+) 향요인으로,본사가 지방으로 이 할 경우,비슷한 월 을 다면 수도권의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성향도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31】은 공기업 직원의 PSM  NPM  보상인식이 이직의도에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3,4의 검정결과를 보여 다. 회귀모형은 F값이 5.492

p=.001(p<.05)로 회귀선이 모델에 합하며.Durbin-Watson은 1.874로 2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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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5

PSM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5-1PSM 공익몰입 수 (CPI)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5-2PSM 자기희생(SS)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6
NPM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 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이직

의도

상수 .406 3.171 .002

PSM

공익몰입
.068 -.295 -3.537

.000

***

PSM

자기희생
.065 .288 3.518

.001

***

NPM .065 .201 2.969
.003

**

연령 .082 -.174 -1.434 .153

직 .044 .156 1.760 .080

근속년수 .046 .044 .329 .743

소속 .033 .073 1.131 .259

학력 .085 .138 2.135 .034

성별 .105 .155 2.117 .035

직군 .083 .049 .726 .468

R제곱 =.201,수정된 R제곱 =.165

F=5.492 Durbin-Watson=1.874

운 수치이고 0 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

형은 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통제변수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이직의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 

***p<0.01

3.PSM  NPM의 이직의도와의 계에서의 직무만족의 매개역할

검증  :가설 5  가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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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과 NPM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 직무만족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 가설5,6을 검증하기 해서 Baron&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Three-stepmediatedregressionanalysis)기법을 사용하 다.제1단계에서

는,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향 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통계  유의수 하에서 유의한 향 계가 있어야 한다.제2단계에서는,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향 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이는 통계  

유의수 하에서 유의한 향 계가 있어야 한다.제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향 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이는 통

계  유의수 하에서 유의한 향 계가 있어야 한다.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회

귀계수값이 3단계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베타값)보다 크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해석한다.

가.가설 5-1검증

가설 5-1은 PSM 공익몰입과 이직의도 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에 한 것

이다.1단계에서 【표 4-30】직무만족에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

이 PSM 공익몰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의 회귀계수는 .384로(+)의 향을 미

치고,유의수 을 알 수 있는 t값,p값은 모두 유의하게 악되었다.2단계에서는

【표 4-31】이직의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처럼 회귀값이 -.295로 (-)의 향

을 미치고 있으며 t값,p값은 모두 유의하게 악되었다.3단계에서는【표 4-32】

에서처럼 PSM 공익몰입 독립변수가 -.226로,t값 -2.567,p값이(p<0.05)유의하고,매

개변수인 직무만족 값도 -.178t값-.962,p값 .028(p<0.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그리고 2단계 독립변수의 값이 3단계 독립변수의 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 5-1은 채택되었다.

나.가설 5-2검증

가설 5-2는 PSM 자기희생과 이직의도간의 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에 한 

것이다.1단계에서【표 4-30】직무만족에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PSM 자기희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의 회귀계수는 .137로(+)의 향을 

미치고,유의수 을 알 수 있는 t값,p값은 모두 유의하게 악되었다.2단계에서는

【표 4-31】이직의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처럼 회귀계수가 .288로(+)의 향

을 미치고 있으며 t값,p값은 모두 유의하게 악되었다.3단계에서는【표 4-32】

와 같이 매개변수인 직무만족값이 유의하고,독립변수인 PSM 자기희생의 유의수

을 가늠하는 t값 3.815p값(p<0.001)은 유의하나,회귀계수(베타값)이 .312로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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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표 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이직

의도

상수 .411 3.574 .000

PSM

공익몰입
.072 -.226 -2.567

.011

*

PSM

자기희생
.065 .312 3.815

.000

***

NPM .069 .256 3.576
.000

***

직무만족 .082 -.178 -2.211
.028

*

연령 .082 -.173 -1,438 .152

직 .043 .158 1.809 .072

근속년수 .045 .032 .241 .810

소속 .033 .057 .896 .371

학력 .084 .146 2.287 .023

성별 .104 .149 2.048 .042

직군 .082 .054 .799 .425

R제곱 =.219,수정된 R제곱 =.179

F=5.492 Durbin-Watson=1.828

계의 독립변수 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가설 5-2은 기각되었다

【표 4-32】독립변수와 이직의도간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p<0.05 ***p<0.001

다.가설 6검증

가설 6은 NPM과 이직의도간의 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에 한 것이다.1단

계에서【표 4-30】직무만족에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NPM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의 회귀계수는 .308로(+)의 향을 미치고,유의수 을 알 

수 있는 t값,p값은 모두 유의하게 악되었다.2단계에서는【표 4-31】이직의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처럼 회귀계수가 .201로 (+)의 향을 미치고 있으며 t값,p

값은 모두 유의하게 악되었다.3단계에서는 【표 4-32】에서 나타내듯이 직무

만족 매개변수의 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나고 독립변수인 NPM  보상의 유의수

을 나타내는 t값 3.576,p값(p<0.001)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나,회귀값이 .256으

로 2단계보다 크게 나왔다.따라서 가설 6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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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매개/

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정

표 화된

베타
t값 P값

PSM공익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1단계(PSM 공익몰입→직무만족) .384 5.528
.000

***

2단계(PSM 공익몰입→이직의도) -.295 -3.537
.000

***

3단계(PSM 공익몰입) -.226 -2.567
.011

*

3단계(직무만족) -.178 -2.211
.028

*

PSM자기희생

/직무만족/

이직의도

1단계(PSM 자기희생→직무만족) .137 2.008 .048

2단계(PSM 자기희생→이직의도) .288 3.518 .001

3단계 (PSM 자기희생) .312 3.815
.000

***

3단계 (직무만족) -.178 -2.211
.028

*

NPM보상/

직무만족/

이직의도

1단계(NPM보상→직무만족) .308 5.446
.000

***

2단계(NPM보상→이직의도) .201 2.969
.003

**

3단계 (NPM보상) .312 3.815
.000

***

3단계 (직무만족) -.178 -2.211
.028

*

라. 의 가설 5,6의 검증 결과를 다음의【표 4-3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33】직무만족의 매개효과에 한 회귀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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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7
PSM은 NPM  보상동기보다 더 공기업직원의 직무만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표 오차

SE
베타

t값

(유의도)

표 오차

SE
베타

t값

(유의도)
공차한계

상수 .179 - 9.389 .205 5.051

PSM

공익몰입
.054 .488 7.192 .053 .384 5.787 .577

PSM

자기희생
.053 .150 2.215 .050 .124 1.939 .623

NPM .052 .305 5.560 .842

4.PSM  NPM간 직무만족과의 향력 크기 계 검증 :가설 7

아래의【표 4-36】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계  회귀모형이다.

먼  모형1을 보면 PSM공익몰입은 직무만족의 변량을 35.0%설명하고 있으며 

PSM공익몰입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7.192p=.000)

모형2는 모형1에서 NPM  특성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모형1에 비해 7.8%더 

설명하고 있다.PSM공익몰입(t=5.787p=.000)과 NPM  특성(t=5.560p=.000)은 모

두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의 수치를 보여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Durbin-Watson은 

1.809로 회귀모형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여기서 변수들간의 상  향력을 

평가하면,PSM공익몰입 (β =.384)이 가장 직무만족에 큰 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 NPM  특성(β =.305)순이었다.즉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추구하여야 하는 공기업직원의 직무만족을 해서는 PSM 공익몰입

과 더불어 신공공 리 인 보수와 승진기회도 모두 요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지

만,공공 사동기  PSM 공익몰입이 더 NPM  특성보다 요한 직무만족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7)은 채택하도록 한다.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서부발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해서는 PSM공익몰

입을 최 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NPM  보상기제의 한 활용도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데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6】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계  회귀분석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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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결과

가설1
공기업직원의 PSM이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1
규범  차원의 공익몰입 수 (CPI)은 공기업직원의 직무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감성  차원의 희생정신(SS)은 공기업직원의 직무만족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NPM  보상은 공기업직원의 직무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공기업직원의 PSM은 본사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3-1
규범  차원의 공익몰입 수 (CPI)은 공기업직원의 본사

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 부(-) 향을 미칠것이다
채택

3-2
감성  차원의 자기 희생정신(SS)은 공기업직원의 본사 

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 부(-)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4
NPM  보상인식은 공기업직원의 본사지방이 에 따른 

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5
PSM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

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5-1
가설5-1PSM 공익몰입(CPI)수 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5-2
가설5-2PSM 자기희생(SS)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은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가설6
NPM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

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가설7
PSM은 NPM  보상동기보다 더 공기업직원의 직무만

족에 더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통계량

R제곱=.350수정된 

R제곱=.344F=60.784

유의확률(P)=.000

R제곱=.428수정된 R제곱=.421

F=56.191 유의확률(P)=.000

Durbin-Watson=1.809

5.가설의 검증 결과 요약

와 같이 다양한 통계방식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그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았다

【표 4-37】가설의 검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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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제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공공성외에도 경쟁과 효율이 강조되는 시장형 공기업 조직에도 

과연 공공조직 특유의 내재  동기로서의 PSM이 실재하는지를 확인하고,신공공

리론  측면에서의 외재  동기와 비교하여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보다 향력 

있는 유인을 확인함으로써 좀 더 실에 부합한 인 리방향을 찾는데 있다.

기존의 다수 연구들이 주로 공무원 조직을 상으로 PSM을 독립,혹은 종속변수

로 하는 다양한 근이 있었고,최근에 공공기  지방이 에 따른 구성원의 심리

상태 연구와 련해 PSM의 조 효과 여부에 한 경험  연구가 시작 되기도 하

나,본 연구에서는 시장형 공기업 한곳을 집 해,실증분석함으로써 본사 지방이

을 앞둔 시 의 조직문화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인사정책 방향을 모색하

고자 시도되었다.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독립변수인 PSM과 직무만족간 계에 한 가설 1,2에 한 회귀분석 결

과 공기업 직원의 PSM과 NPM  보상 인식 모두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존의 공무원 조직 상 연구와 같이 공기업에서도 

PSM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임을 보여주는 반면,공무원에게는 유

의하지 않았던 부분의 연구와는 달리,시장형 공기업 직원에게는 NPM  보상도 

PSM보다는 으나 직무만족에 상당한 향요인이 됨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NPM 인 외재  보상에의 기 가 공기업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최근의 연구(이혜윤,2013)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써 공

기업 조직 유형에 따른 더 많은 후속 인 경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즉,

경쟁과 효율,성과 시의 조직 환경하에서  외재  유인도 근무태도를 결

정하는 향력 큰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본사지방 이 에 따른 이직의도와 련한 가설3,4에서는 PSM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NPM  보상은 이직의도와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서울 심에 소재지를 둔 본사의 지

방이 을 앞둔 시 에서,PSM이 높은 직원은 지방이 과 상 없이 높은 공익몰입

으로 이직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과 부합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NPM  동기가 큰 직원은 이직의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PSM  NPM  동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5와 가설 6에서 가설 5-1인 PSM 공익몰입과 이직의

도 계에서는 직무만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SM 자기희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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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M  보상은 기각되어 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가설 7의 PSM과 NPM  보상동기의 향면에서는 공기업 직원은 PSM이 

더 직무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지만,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향후 

두 요소가 조화롭게 양립하는 동기부여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통제변수 특성에 따른 PSM의 인식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성별에서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보다는 남성이,직군에서는 사무직군보다는 기술직군이 훨

씬 강하게 나타났다.이는 력생산을 통한 공익성 추구라는 가치를 직 으로 

장에서 체감하는 비율이 높은 기술직군의 인식이 반 되었으리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 한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력산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운 되

는 교 근무직 등의 기술직 직원들이 일근하는 기술직원이나 사무직 직원보다 높

은 사명감이 존재할 것이라는 기 와는 달리 유의한 향 계를 보이지 않았다.

장에서 직 으로 기생산 업무를 수행한다면 훨씬 강한 공익가치 추구의 

PSM이 내재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과는 다르게 나왔다.오히려 일근 직원의 

PSM이 조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향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근속년수에 따른 PSM 수 의 차이에서 근속년수와 정(+)의 향 계로 확인되었

다.특히 5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는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PSM 수 을 보여 최근 

입사하는 신입직원들에게 공익에 한 사명감을 심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이 될수록 높은 수 의 PSM이 나

타나,공공 사에 한 인식이나 사명감이 증가하고 직무만족에도 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직 을 불문하고 조직내에 허리역할을 매개

자로서 이들의 PSM을 고취시키고 장려함은 물론 공익가치 존 의 기업 문화를 추

구하는 인사 리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 2  연구의 시사   함의

본 연구는 비교  PSM과 련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기업 부문 직원에게

도 PSM이 주요한 동기요인이 될 수 있는 지와  NPM  보상 유인과의 향력

을 비교했을 때 PSM이 직무만족을 더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요인임을 실증 으

로 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연구결과에 따른 몇가지 시사 을 제시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 으로 PSM 수 이 낮은 근속년수 5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PSM 내재

화  고취를 해서 채용에서 평가,교육훈련,직무 리에 있어서의 로그램 도

입 등 제도 으로 추진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이를 해 

반 으로 공익가치를 존 하고 우선시 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치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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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경제  보상과 같은 NPM  요소도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

는 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반면,이직의도에도 정(+)의 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

정한 성과와 보상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의 유연성과 합리  신뢰,선의의 경쟁을 

진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외재 ,  유인도 내재  동기를 기반

으로 유발되어 보상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 하게 근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PSM이 사무직군보다는 기술직군이,여성보다는 남성이 높게 나타남을 볼

때,직군간 일정기간 순환을 통한 직무체험,여성에게는 조직에의 사명감과 성취감 

해 요소에 한 세심한 리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서부발 의 자체 내부 설

문조사에서 서부발  직원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첫 번째 이유가 맞벌이로 인한 동

반이주 불가와 두번째 이유로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조사되기도 하 다.여성의 경

제활동과 육아,자녀교육을 고려한 실성 있는 유연근무제  스마트근무제 시행 

등 으로 직무만족과 이직을 방지하고,지속  인재 유입이 되는 인 리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제 3  연구의 한계 

이상의 논의로부터 일정부분 함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몇가지 

한계 을 인정하고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공기업 지방이  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른 이직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폭넓게 포함하여 종합 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향

후 다른 독립변수나 향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추가  실증연구로 명확한 연구결

과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표본추출에 있어서 일부 근무형태나 직 별 분석에 있어 표

본수의 한계  표본추출편의(sampleselectionbias)나 무응답편의(non-response

bias)가 있을 수 있어,일반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한,시장형 

공기업  1개 회사에 집 해 경험분석 결과를 내어놓았으나 향후 분류 형태가 같

은 시장형 공기업군을 상으로 보다 정확한 샘 링 분석을 통해서 재확인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공기업을 상으로한 이직의도 연구를 포함해 독립변수로 설정한 PSM,

NPM의 이직의도간 향 계 연구에 있어 분석 사례가 많지 않아 이론  토 가 

미흡하고,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하기에 부담이 있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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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아니

다

아

니

다

그

그

다

그

다

매우

그

다

1-1.공익에 기여한다는 것은 나에게 매우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할 수만 있다면 지역 사회를 한 다양한 공공의

사 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3.나는 내가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하는 정책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나는 다양한 공공정책의 시행 폐지에 별로 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나는 사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

를 보면 마음이 아 다
① ② ③ ④ ⑤

1-6.자신의 문제해결을 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에 해서는 동정할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7.나에게 있어 애국심이란 타인의 복지 증진까지도 포

함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나는 개인 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복지에 하

여는 별로 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나는 개인 인 성공보다도 사회에 한 공헌이 더 의

미있고 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0.나는 사회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1.나는 높은 수입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회에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2.나는 보통 다른 사람을 돕기 해서라면 손해를 감

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3.사회의 선을 해서라면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마음의 비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공공 사동기 (PSM)설문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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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아니

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2-1.회사는 업무실 에 따라 승진시켜야 하며,그런 승

진체계는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성과 보수는 업무실 에 따라 지 되어야 하

며 그런 체계는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나는 각자 한일에 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가능

하며,이에 따라 승진과 차등보수를 지 하는 것은 바람

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나는 조직에서 무능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는 충분한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나는 업무에 한 높은 수 의 달성에 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아마 더 일에 집 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6.나는 업무에 한 높은 수 의 달성으로 인해 승진

이 빨라진다면 아마 더 일에 집 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7.나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해서는 부서간,개인간

서로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이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

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8.조직에서 창의 이고 신 인 업무에 더 가치를

두고 보상을 주려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문항 아니

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3-1.우리 회사의 채용 교육체계는 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히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우리 회사는 효율 인 인 자원 리를 해 꾸

히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나는 회사의 인사,승진제도에 해 체로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3-4.나는 재 하고 있는 일에 비해 보수를 잘 받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3-5.보수 성과 체계는 실 에 따라 비교 공정하

다
① ② ③ ④ ⑤

《 NPM 설문 문항 》

《 직무만족도 설문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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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나의 보수는 타 민간회사 친구들보다 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7.나는 우리 회사가 벌이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

다
① ② ③ ④ ⑤

3-8.나는 더 나은 직무를 맡기 해 자기개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9.나는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반 으로 재 직무

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10.나는 재 직장 동료 상하 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11.우리회사의 복지제도에 해 반 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12.나는 고충이 있을 때 회사 안에서 히 표 할

창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13.우리회사는 여성들도 일하기 좋은 직장이다 ① ② ③ ④ ⑤

3-14회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15.나는 여성으로서 이 회사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

게 생각하며 노력하면 충분히 승진하고 성장할 수 있다

고 믿는다 (여성인 경우만 답)

① ② ③ ④ ⑤

설문 문항 아니

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4-1.본사가 지방으로 이 하면 나는 이직하고 싶다고

종종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2.본사가 지방으로 이 하면 나는 진지하게 직장

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나는 재 새로운 직장에 한 정보수집 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비슷한 월 을 다면 수도권의 다른 직장으로 옮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5.1)번부터 4)번 문항에 그 다로 답변하신 분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큰 2가지 이유를 표시해 주세요

① 가족동반이주가 불가능해서

(배우자 맞벌이)

② 자녀교육의 어려움때문에

③ 소규모 행정 지역주민이 되는 실망

감때문에

④ 생활문화시설의 불편함때문에

⑤ 기타-------------------------

--------------------------------

4-6.1)번과 4)번 문항에 아니다로 답변하신 분은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본사 지방이 으로 내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 본사지방 이 련 이직의도 기타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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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큰 2가지 이유를 표시해 주세요

② 직장의 안정성과 보수만한 곳이

없다

③ 정책 이행으로 다른 공공기 도

모두 이 하기에 큰 상 없다

④ 직무에 한 만족감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⑤ 기타 ------------------------

--------------------------------

4-7.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개인 으로는

지방근무는 불편하지만 지역의 균형발 을 한

정책 단으로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8.이 에 따른 보수나 인센티 가 많이 주어진다면

지방으로 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개인특성변수 문항 》

1.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연령 :① 10~20 ② 30 ③ 40 ④ 50

3.직

① 1직 ② 2직 ③ 3직 ④ 4직 (과장)⑤ 4직 (직원)⑥ 5직 이하

4.근속년수

① 5년미만 ② 5년~10년 ③ 11년~15년 ④ 16년~20년 ⑤ 21~25년 ⑥ 25년이상

5.직군

① 사무직 ② 기술직

6.소속 (지역)

① 본사 ② 태안 ③ 평택 ④ 서인천 ⑤ 군산

7.근무형태

① 일근 ② 교 근무

8.결혼여부

① 결혼 ② 미혼

9.학력

① 고졸이하 ② 문 ~ 졸 ③ 학원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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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influencetheof
TurnoverIntentionofPublicEnterprise
Employees

-FocusingonthemediatingeffectofJobsatisfaction-

Ahn,WooSoon

DepartmentofPublicEnterprisePolicy

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Thisfirstpurpose ofthisstudy isto examine ifthere ispublic service

motivationinpublicenterprises,andhow publicenterpriseemployees'sservice

motivationaffectstheirjobsatisfactionandturnoverintentioncomparedwith

motivesonthenew publicmanagementtheoryintherelocationofthepublic

agency.Throughthevariousempiricalresearchesfrom lastdecades,PSM(Public

ServiceMotivation)hasbeen proved asan significantspecialpublcsector

antecedentsmotivewhichaffectsonorganizationalperformanceinpublicand

non-profitorganizations.Thisstudyaimstofindouttheinfluencingfactorson

theemployeeturnoverintentionofpublicenterprise.

To accomplish this objective,this study used questionnairs with korea

westernpowerpubliccompanyemployeesthatconfirmedrelocationtoTaeanin

chungcheongnam-doprovince.

Thequestionnairewasdistributedfrom March2to6,2013,andwerecollected

229valid questionnairefrom employeesworkingthere.Thestudyconducted

variety of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the validity test, reliability test,

confirmativefactoranalysis,multigroup regressionwiththepackageofPASW

Statistics18.0statisticalprogram

Theresult oftheanalysiscanbesummarizesasfollows.

First,PSM hasalsoapositiverelationshipwithJobsatisfactioninth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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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semployee.ThehigherPSM,Higherjobsatisfaction.AlsoNPM(New

Public Management)'s factors(such as promotion, different incentive and

compensationstrategies)haveapositiverelationshipwithjobsatisfaction.The

higherNPM'sfactors,higherjob satisfaction.Thatthenewly discovered is

NPM's factors are equally significantfactors as much as PSM in public

enterpriseemployees.

Second,WorkerswithhighPSM inthepublicenterpriseislikelytoresultin

low turnover intention.Workers with high NPM's factors in the public

enterpriseislikelytoresultinhighturnoverintention.

third, Job satisfaction doesn't act as a parameter except for PSM

CPI(committmentto publicinterest)when PSM SS(self-sacrifice)and NPM's

factosaffecttheturnoverintention.

Basedontheresultofthisstudy,itispossblethatPSM isthesignificantmain

motivationFactorofpublicenterpriseemployees.butwecan'tsaythatisthe

onlymeaningfulfactorbecauseofNPM'sfactors.Therefore,Ontheoccasionof

relocation,policiesencouragingthePSM areneeded tothepublicenterprise

employeesbystrengtheningvarioustrainingprograms.

moreover,Itisnecessary to enhance the system such asFairreward by

performanceevaluationandpromotionopportunities.

keywords : Public Service Motivation, New Public Management,

Relocation ofPublicAgency,Job Satisfaction,Turnover

intention

StudentNumber:2012-2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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