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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및 모집뿐만 아니라 현재 공직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역시도 인사행

정에 있어서 중요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를 토대로 우리나

라 공무원의 직무행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이직관리 및 조

직관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범죄학의 이론 중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이직의도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개인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인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중점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공봉사동기(PSM)가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봉사동기(PSM)는 Perry & Wise

(1990)가 주장한 행정학만의 고유한 동기 이론으로, 공공봉사동기가 높

은 사람일수록 공공조직에 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다. 결국, 공공봉사동기는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자율적 동기지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개인의 긴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 공직생활에 대

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결측값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총 1,87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분배공정성ㆍ절차공정성ㆍ상호작용공정성인 조

직공정성과 역할갈등ㆍ역할모호성ㆍ업무과다ㆍ직무자율성에 해당하는 직

무스트레스 요인이며, 조절변수는 공공봉사동기, 종속변수는 이직의도이

다. 이러한 변수들을 토대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조직공정성 중 분배공정성ㆍ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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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는 역할갈등ㆍ역할모호성ㆍ업무과

다ㆍ직무자율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공공봉사동기가 갖는 조절효과는 상

호작용공정성과 역할모호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구체적으

로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공무원의 경우, 공공봉사동기가 낮은 공무원에

비해 이직의도가 낮으며, 상호작용공정성 및 역할모호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가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결론을 통해 인사행정에 있어 긴장(strain)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

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통해, 우리

나라 공무원에게 있어 내재적 보상뿐만 아니라 외재적 보상도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모호성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보건대, 공무원의 책임성과 무사 안일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공식화된 업무 매뉴얼 등이 요구된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 공공봉사동기가 높을수록 이직의

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선발제도가 갖추어져야함은 물론, 조직사회화 과정을 통해 공공봉

사동기를 기를 수 있는 조직 내 환경을 구성해야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

해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이직의도 또한 낮출 수 있게 된다.

주요어 : 이직의도, 조직공정성, 직무스트레스, 공공봉사동기

학 번 : 2016-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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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은 오늘날 공무원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년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이는 유독 공직에 대한 선호 경향이 높

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1) 많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조직에 유능한 인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을 의미하므로 인사행정에 있어 선발 및 모집 기능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공직에 입문한 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직을 고려하는 공무

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민간조직에 비해서는 공공조직의 이

직의도는 낮은 편이지만(Wang, Yang, & Wang, 2012), 한국행정연구원

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

사”를 살펴보면, 이직의향에 대한 질문에 “이직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014년 26.4%, 2015년 25.1%, 2016년 28.6%로 나타나고 있다. 이

는 응답자 4명 중 1명꼴로 이직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

재 공공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

는 공공조직의 목표 달성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활

용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의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

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문제가 존재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중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51.3%, 2004년 62.0%, 2007년 72.6%, 2010년 77.3%, 2013년

77.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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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특성, 직무만족, 개

인적 감정, 가치관, 동기부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부여와 관련

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긴장을 유발하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그 이유는 개인에게 긴장이 발생하게 될 경우 개인의 행태가 변화하

고, 특히 반사회적인 행태(anti-social behavior)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Agnew, 1992).

Robert Agnew는 1992년에 Merton의 긴장이론을 토대로 일반긴장이

론(general strain theory)으로 발전시켰다. 아노미(Anomie) 이론으로도

불리는 Merton의 긴장이론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규정된 바람직한 목표

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불일치로 인해 개인은 아노미 상태

에 놓이게 되고 좌절 및 긴장을 느낀 개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사회

적 행동인 범죄에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범

죄행위를 설명하고자 했던 Merton의 긴장이론과 달리, Agnew의 일반긴

장이론은 계층에 상관없는 보편적인 사회의 범죄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이론이다.

구체적으로 Agnew (1992)는 목적 달성 실패, 긍정적 자극의 제거 및

부정적 자극의 등장으로 개인에게 긴장(strain)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

한다. 목적 달성 실패의 요인으로는 열망과 기대 간의 격차, 기대와 실제

성취 간의 격차, 공정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긴장 등이 있다. 이러한 긴

장으로 인해 좌절ㆍ실망ㆍ우울ㆍ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의 상황에 놓이

게 되고, 결국 약물남용ㆍ일탈ㆍ폭력 등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는 것이 일반긴장이론의 골자이다. 이와 함께, Agnew (1992)는 만약 개

인에게 다른 목표나 사회적 지지 및 타인과의 강한 유대와 같은 친사회

적 요인이 개인에게 없을 경우, 반사회적인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

다고 주장한다.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공공조직 현상에 적용할 경우, 조직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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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긴장을 느낄만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공무원 개인이 긴장을 느끼는 요인으로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직공정성은 조직 내에서 조직구

성원이 결과적으로 또는 과정상에 있어 공정하고 평등한,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았는지에 관한 개념으로, 개인이 불공정함을

느끼게 되면 긴장이 발생하게 된다. 조직공정성은 조직의 성과

(performance), 역할 외 행태(extra-role behavior), 역기능적 행동

(dysfuctional behaviors), 태도 및 감정(attitudes and emotion) 등에 영

향을 주게 된다(Cohen-Charash & Spector, 2001; Moorehead & Griffin,

2014). 아울러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작용하는 힘 또는 자극 등이며

육체적ㆍ심리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특정한

직무와 관련한 직무과다,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 기타 부정적인 환경요

인이나 조직구성원에게 위협을 주는 직무환경의 특성들이 포함될 수 있

다(Margolis & Kroes, 1974).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은 신체

적ㆍ심리적ㆍ행태적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직무스트레스는 생산성을

낮추는 등 성과와도 관련이 있으며, 결근율이 높아지며, 이직률이 높아지

는 등 조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Robbins & Judge, 2013).

즉,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공무원에게 긴장을 유발시킨

다. 그리고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은 일종의 역기능적 행동

(dysfunctional behaviors) 또는 반생산적 과업행동을 보이게 된다.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진 반생산적 과업행동으로는 비효과적인 직무수행, 결근,

이직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절도, 성희롱 등과 같은 주제로도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Jex & Britt, 2008).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 대체변수

이자 선행변수인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공공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직의도를 갖게 되더라도 곧바로



- 4 -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직의도는 개인의 직무행태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므로 조직 관리에 있어 이직의

도에 대한 분석 및 관리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최광용, 2009). 또한,

조직 관리에 있어 이직의도가 이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조직의 연속성

을 해치고 상당한 비용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직에 따른 비용에는

퇴직금ㆍ퇴직자 면접비용ㆍ소송비용 등의 퇴직비용뿐만 아니라 이직자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사람을 모집ㆍ선발하는 비용, 이동 및 재배치비용, 오

리엔테이션 및 교육훈련에 따른 훈련비용 등과 같은 대체비용이 발생하

게 된다(Kinicki & Kreitner, 2009). 또한 정부의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

이고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에 관심을 두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성과향상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을 고

려해볼 때, 이직에 따른 인원 공백은 공공부문의 생산성 저하를 유발시

킬 수 있다(Cho & Lewis, 2011). 결국, 이직의도와 같은 역기능적 행동

은 조직구성원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조직공정성이라는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행정학만의 고유한 이론인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는 공공제도

및 공공조직에 기반을 둔 특수하고, 주요한 동기에 반응하는 개인의 성

향으로 정의된다(Perry & Wise, 1990). 즉, 공공봉사동기는 공공부문에

서의 특수한 직무동기라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정부는 높은 수준의 동

기를 가진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Rainey & Steinbauer, 1999),

공공봉사동기와 같은 직무동기(work motivation)는 조직의 성과와 조직

의 능력 및 상황 등과 같은 요인 간에 있어 중요한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Wright, 2001).

요컨대, 본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을 토대로 공무원에게 긴장을 유발시

키는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라는 역기능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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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조직공정성은 분

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구성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업무과다, 직무자율성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인 질문인 이직의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공무원 개인의 심리적 동기 중

공공봉사동기(PSM)가 앞서 살펴본 영향 관계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지니

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 중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

레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공무원 개개인이 지닌 공공봉

사동기를 고려하여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공공봉사

동기가 조절효과로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부관리적인 관점에서의 조직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을 향

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가

공무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 중 3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우선,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 공공봉사동기(PSM)에 관

한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들을 살펴보는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이를

토대로 이직의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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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공정성ㆍ절차공정성ㆍ상호작용공정성이라는 조직공정성과 역할갈등ㆍ

역할모호성ㆍ업무과다ㆍ직무자율성이라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공공봉사동기는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이직의도 간의 관

계를 검증하고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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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직의도

1. 이직의 개념

조직에서 이직은 불가피한 것이나, 바람직한 측면을 갖기도 한다. 하지

만 높은 이직률은 조직관리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이

직은 개인이 속해서 업무를 하고 있던 조직을 영구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직은 일시적으로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근

(absenteeism)과 달리, 영구적인 이탈을 의미한다(George & Jones,

2012).

이직은 자발성을 기준으로 개인이 직접 이직을 하는 자발적 이직

(voluntary turnover), 해고ㆍ계약해지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involuntary

turnover), 정년 등으로 인한 은퇴(retirement)라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Selden & Moynihan, 2000). 이들 중 주로 자발적 이직이 연구의 대

상이 된다. 그 이유는 비자발적 이직과 달리 자발적 이직의 경우, 유능한

조직구성원의 인력 유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허준영ㆍ이건,

2015).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에서 영구적으로 이탈하

고자 하는 의도를 이직의도의 개념으로 삼고자 한다.

Abbasi & Hollman (2000)에 따르면, 과도한 이직은 조직 혁신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및 서비스 제공

의 지연을 낳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위협을 주게 된다. 또한

유능하거나 현명한 사람이 주로 이직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인적자원의

손실로 이어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를 낮추게 된다. 이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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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충성도를 유지하고,

조직에 헌신하도록 함으로써 이직을 낮추고 인적자원을 유지하는 데 관

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직은 높은 조직적 비용과 연관이 있다(Selden & Moynihan,

2000). 이직에 따른 비용에는 퇴직금ㆍ퇴직자 면접비용ㆍ소송비용 등의

퇴직비용뿐만 아니라 이직자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사람을 모집ㆍ선발하

는 비용, 이동 및 재배치비용,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훈련에 따른 훈련비

용 등과 같은 대체비용이 발생하게 된다(Kinicki & Kreitner, 2009). 퇴

직비용과 대체비용과 같은 가시적 비용(visible cost)뿐만 아니라 숨은

비용(hidden cost)도 고려해야 한다. 숨은 비용에는 시민과의 관계 붕괴,

대체자로 채워지기 전까지 발생하는 결원 비용, 작업 흐름 붕괴에 따른

비용, 이직하지 않은 구성원의 사기 및 안정성 저하 등이 포함된다

(Abbasi & Hollman, 2000).

위에서 언급한 이직에 따른 문제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이직의 개념은

조직관리에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직의 결과가

아닌 이직 현상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직의 원인을 설

명하기 위한 답이 정해지 있지는 않으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직 현

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Abbasi & Hollman, 2000).

2. 이직의도의 개념 및 특성

이직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어떠한 변수를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실제 조직을 떠나는 행위를 의미하는 이직과

달리,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개인이 속한 조직을 자발적으로 떠

나겠다는 의식을 의미하는데, 이탈(withdrawal)에 대한 인식과정의 마지

막 단계로서 이해된다(Tett & Mey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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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조직적 단위의 연구 중에는 실제 이직률을

사용한 연구도 있으나, 대부분의 관리 지향적 개인단위의 연구에서는 이

직의도를 활용하였다(Cho & Lewis, 2012). 그 이유는 이직에 대해 파악

하고자 할 때, 이직을 선택한 다수의 사람을 표본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직이라는 직접적인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종단적 연구 설계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윤리적인 문

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Dalton, Johnson, & Daily, 1999). 또한 이직의

도는 이직의 직접적인 선행요인이자, 이직의 대리(proxy)변수이자, 이직

을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변수로서의 의의를 지닌다(Mobley, 1977; Allen

& Meyer, 1990; 이영균ㆍ최인숙, 2013).

아울러 이직이 아닌 이직의도 자체도 조직적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직의도가 높은 조직 구성원이 많을 경우, 조직 내 분위기가 저해되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결

국 이직의도를 낮춤으로써 조직효과성을 직ㆍ간접적으로 개선하고 조직

내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강제상ㆍ고대유, 2014).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조직에서의 이직현상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이

루어져 왔으나, 공공조직에서의 이직현상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다만, 최근 들어 이직의도를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강제상ㆍ고대유, 2014; 김정인, 2014; 오세영ㆍ이하영ㆍ이수영, 2016;

오재동ㆍ최상한, 2017).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한태영ㆍ김원형(2006)의 연구에

서 주장하였듯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당 부분 개인수준

에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의 개념

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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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

1. 조직공정성의 개념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철학자들이 논쟁해왔던 개념인

공정성 개념을 조직이라는 한정된 상황에 적용한 개념으로, 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이 결과적으로 또는 과정상에 있어 공정하고 평등한,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았는지에 관한 개념이다(Moorman,

1991; Cole, Bernerth, Walter & Holt, 2010; Muchinsky, 2011). 이러한

조직공정성은 조직과 개인에게 동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

히 조직에 대한 신뢰ㆍ헌신을 이끌어 내고, 성과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조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OCB)

발전 등과 같은 긍정적인 작용을 불러일으킨다(Cropanzana, Bowen &

Gilliland, 2007).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직의도ㆍ결근ㆍ이직과 같은

부정적인 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Cohen-Charash & Spector,

2001; Colquitt, Conlon, Wesson, Porter & Ng, 2001). 즉, 조직공정성은

조직 내 구성원에 대한 행태를 비롯하여 조직관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다.

조직공정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왔는

데, 1960년대 이후 Homans (1961) 및 Blau (1964)의 사회교환이론과

Adams (1963)의 형평성이론의 관점에서 분배공정성의 개념이 최초로 논

의되었다. 이후 Thibaut & Walker (1975)에 의해 절차공정성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Leventhal (1980)은 공정성 개념에 있어 조직 내에서

의 절차가 갖는 중요성을 다루었으며, 절차의 일관성, 개인적 편견의 방

지, 수정가능성, 집단의 대표성, 정확성, 윤리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동일한 조직 내에서 형식적으로 동일한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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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

는 한계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Nowakowski & Conlon, 2005). 이러

한 의문점에서 Bies & Moag (1986), Bies(1987)는 절차공정성 외에 상호

작용공정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면서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관

심이 높아졌다. 이렇듯, 조직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되

고 있는 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조직관

리에 있어 공정성이 갖는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다(최문형ㆍ이홍재,

2013).

조직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조직 내에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

면서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정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다면 현상 유지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만, 불공정성을 인식하게 될 경

우 조직 내 투입ㆍ산출을 변경하고 자아 및 타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

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비교를 하는 대상을 변경하거나 불공

정한 상황에서 떠나려는 의도를 갖게 될 것이다(Moorehead & Griffin,

2014).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불공정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에 대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Nelson & Quick, 2010).

Adams (1963)는 ① 불공정성의 결과로 개인은 긴장을 유발시키게 되

고, ② 불공정성의 정도와 긴장의 정도는 비례하며, ③ 긴장으로 인해 개

인은 긴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며, ④ 긴

장의 정도와 동기부여의 정도는 비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reenberg

(2004)는 조직공정성의 유형들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분배

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것을 개인이

인식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며, 반대로 가장 낮

은 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은 세 가지 요인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경우 나

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조직공정성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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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개인은 긴장 또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긴장 또는

스트레스는 내면적인 긴장상태인데, 공정하다는 비율의 균형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Colquitt, Lepine, & Wesson, 2013).

2. 조직공정성의 유형

지금까지 조직공정성에 대하여 다양한 유형 및 분류체계가 제시되었으

나, 조직공정성의 유형에는 크게 개인이 받은 보상이나 인식과 같은 결

과의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보상에

대한 분배를 결정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대우받는 정도인 상호작용공정성

(interactional justice) 등이 있다(Cohen-Charash & Spector, 2001;

Colquitt et al., 2001; Cropanzana et al., 2007). 그 외 상호작용공정성을

대인공정성과 정보공정성(informational justice)으로 구분하여 조직공정

성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대인공정성, 정보공정성이라는 4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는 경향도 있으나(Colquitt, 2001; Nowakowski & Conlon,

2005), 본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라는 3

가지 유형의 조직공정성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분배공정성

조직공정성에 대한 연구 초반에는 조직공정성의 유형 중에 분배공정성

(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분배

공정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룬 연구는 Homans (1961)와 Adams(1965)

이다. Homans (1961)는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으며,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의 관점에서 타인과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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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계에 참여하는 개인이 투자한 비용과 비례되도록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분배공정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Adams (1965)는 투입

(input)과 결과(outcomes)를 공정성의 핵심요소로 파악하여 개인의 투입

대비 산출과 다른 직접적인 교환관계에 놓인 상대방의 투입 대비 산출을

비교하여 분배공정성의 개념을 논하였다. 이 때 다른 직접적인 교환관계

에 놓인 상대방은 자신과 유사한 집단 또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분배공

정성의 관점에서 고려해보면, 조직에 대한 투입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는 투입에 따른 결과라는 보상을 관리해야 한다(George & Jones, 2012).

Homans와 Adams의 분배공정성 개념 외에도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념

이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을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수ㆍ승

진 등과 같은 보상에 대한 결과 혹은 성과를 분배하는 데에 있어서의 공

정성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Muchinsky, 2011).

2) 절차공정성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개념은 공정성에 관한 연구 초기에만

하더라도 분배공정성과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주로 연구되고 있었으나,

Thibaut & Walker (1975)가 절차공정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하기 시작

하였다. 이들은 분쟁을 함에 있어 과정 및 절차에 대한 통제와 결정에

대한 통제를 비교하였는데, 과정 및 절차에 대하여 더 공정하게 인식한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후 Folger (1977)와 Folger et al. (1979)은 절

차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불평등에 대한 발언권

(voice)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배결과에

대해 발언(voice)을 할 수 있을 때 공정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결과를 발

견할 수 있었다. Alexander & Ruderman(1987)도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

념을 논의하였는데, 이들은 직무만족ㆍ상사의 평가ㆍ신뢰ㆍ갈등 및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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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결과변수들과 절차공정성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조직 내 절차

공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절차공정성을 참여(participation),

성과평가공정성(performance appraisal fairness), 항의절차공정성(appeal

procedure fairness)이라는 3가지 측정도구를 통해 조작화하였고, 이들은

각각 초월절차(metaprocedures), 분배절차(allocation procedures), 항의절

차(appeal procedures)를 의미한다. Cropanzano & Folger (1991)는 의사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절차공정

성으로 정의하였고, Lind & Tyler (1991)는 조직 내에서 모든 절차가 공

정하게 유지될 경우 조직구성원이 존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다는 인식을 가진다고 하면서 절차공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처

럼 절차공정성은 분배공정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분배의 결과가 아닌

결과를 결정하는 절차상에 구성원들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등과 관련한 공정성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절차공정성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

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분배절차와 과정이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며, 개인적 친분이나 호감도

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 등 절차가 왜곡되지 않는다면 높은 공정성을 갖

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George & Jones, 2012). 본 연구에서는 보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통해

절차공정성을 논하고자 한다.

3) 상호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Bies & Moag

(1986)는 상호작용공정성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절차공정성 개념과의 차

별화를 시도하였다. 상호작용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은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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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받는 대우의 공정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절차공

정성과 개념적 구분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최근에는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김희철ㆍ김두경ㆍ강영순, 2005). 상호작

용공정성이 갖는 개념적인 차별성이나 중요성은 많은 조직공정성 연구문

헌에서도 지지되고 있다(Colquitt et al., 2011). Bies & Moag (1986)는

조직의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구성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

로 대하는 태도인 대우의 질(quality of treatment) 즉, 상호작용공정성

역시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상호작용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진실성(trustfulness), 존중(respect), 적절

성(propriety), 설명의 정당성(justification) 등을 언급하였다.

분배공정성이나 절차공정성과 달리, 상호작용공정성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기준은 조직이 아닌 상사이다(손승연ㆍ박희태ㆍ윤석화, 2013). 즉,

상호작용공정성은 주로 상사와의 교환관계(LMX)에서 발생하는 대인 관

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최지애ㆍ이인석ㆍ전무경, 2014). 결국 보상이나

승진의 절차 및 실행과정 상에 상관들이 조직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대

인적 처우방식, 정책이나 절차 및 의사결정에 대한 사려 깊고 적절한 설

명과 관련한 개념이 상호작용공정성이다(정재화ㆍ강여진, 2007).

3.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공정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던 많은 선행연구들

이 모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Colquitt et al., 2011). 다만, 선행연구들

중 대다수가 조직공정성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이직의도

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직의도에 대한 조직공정성의 전반적

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던 선행연구인 Choi (2011)에 따르면, 조직

공정성의 3가지 유형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은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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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배공정성ㆍ절차공

정성ㆍ상호작용공정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현선해ㆍ윤기혁ㆍ최세경 (2016)에 따르면, 불공정한 복지처우ㆍ불공

정한 임금ㆍ복지에 접근이 어려움으로 측정된 처우불공정 요인이 공무원

에 비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각각의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분배공정성

Adams(1965)는 분배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불평등(inequality)

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이 불평등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lexander & Ruderman (1987)은 분배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이 이직의도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직무

만족ㆍ상사의 평가ㆍ신뢰ㆍ갈등 및 조화 등의 사회적으로 조절되는 다른

변수들과 달리 이직의도는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 변수이며, 절차공정성

보다 분배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Haar & Spell (2009)에 따르면, 분배공정성은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중요

한 변수임을 발견하였는데 특히 직무자율성(job autonomy)이 분배공정

성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Fields, Pang, & Chiu (2000)의 연구에 따르면,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중 분배공정성만이 조직 구성원의 잔류의도(intent to stay)와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태영ㆍ김원형(2006)은 분배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특히 직무태도 중 긍정적 측면인 직무만족과

비교하였을 때 직무태도 중 부정적 측면인 이직의도에 더 큰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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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조상미ㆍ최미선(2010)은 경로분석을 통해 공

정성 요인들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분배공정

성이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구성원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조직에 불만족하게

되고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성 요인과 이직의도 사

이에 조직지원인식과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매개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

으로 파악하였다. 이철기ㆍ이동진(2012)에 따르면, 분배공정성이 증대될

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최선미ㆍ홍준형ㆍ이재완 (2016)은 조직평가 기준 및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인 공정한 처우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몰입 등의 직무행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전숙영ㆍ이창원(2017)은 우리

나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분배공정성 인식이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적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요양보호사 개인이 조직에 노력한 대가를 공정하게 받고 있다는 분배공

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개

별적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해서도 본인이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보상이 적다고 인식할 때 보상이 많은 곳으로의 이직의도

를 갖는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다만, Caillier (2011)는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들 중 분배공정성과 관

련된 공정한 보상 시스템(fair reward system)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나,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결과가 도출했다. 또한 강종률

(2007)의 연구와 같이 분배공정성이 조직유효성 중 조직에 남으려는 의

도인 근속의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행연구도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조직공정성 중 분배공정성이 이직의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분배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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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분배공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아

질 것이다.

2) 절차공정성

Dailey & Kirk (1992)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이직의도

간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이직의도는 피드백 및 계획 설

정이라는 절차공정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Spector(1986)는 지각된 통제의 관점에서 참여적 의사결정과 결

과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연구 결과 참여적 의사결정

과 이직의도ㆍ이직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Masterson,

Lewis, Goldman, & Taylor (2000)는 절차공정성이 조직과 관련된 결과

변수인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Rubin(2007)은 절차공정성과 이직의도 간에는 부정적인 인과관계를 지니

며, 결과를 분배함에 있어 높은 수준의 재량, 통제, 의견반영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절차공정성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

별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지애ㆍ이인석ㆍ전무경(2014)은 인사평가의 절차공정성이 조직구성원

의 직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평가기준

의 타당성이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기준이 타당하지 않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오세영

ㆍ이하영ㆍ이수영(2016)은 중앙정부공무원의 성과그룹별로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성과군별로 이직의

사를 유발시키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절차공정성이

고성과군의 이직의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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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절차공정성과 이와 관련 있는 의사결정 참여 등이 강종률(2007)

의 연구처럼 조직에 남으려는 의도인 근속의도나 Caillier (2011)의 연구

에서의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도 찾지 못한 연구

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조직공정성 중 절차공정성이 이

직의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공정

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2. 절차공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아

질 것이다.

3) 상호작용공정성

Nadiri & Tanova (2010)의 연구는 상호작용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지는 않았으나, 통제변수로서의 상호작용

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le et al. (2010)은 조직공정성들이 감정소진(emotional exhausion)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조직공정성 중 분배공

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대인공정성ㆍ정보공정성)이 감정소진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tts et al. (2011)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상호작용공정성과 관련하여 상사와의 관계라는 영향요인은 정부로부터

이직(leaving government)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기관으로부터

이직(leaving agency)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기ㆍ이동진(2012)에 따르면, 분배공정성뿐만 아니라 상호작용공정

성도 증대될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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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특히, 분배공정성보다 상호작용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

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찬(2014)은 상호작용공정성이 상사-

부하 간 교환관계(LMX)를 매개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

악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상호작용공정성은 상사-부하 간 교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사-부하 간 교환관계는 이직의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호작용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많

지는 않으나, 선행연구들은 상호작용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상호작용공정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공정성이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3. 상호작용공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제 3 절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1.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직무스트레스는 Kahn, Wolfe, Quinn, Snoek & Rosenthal (1964)에 의

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주로 의학 및 보건학에서 다루어

진 개념이지만, 조직행태적인 측면에서도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지식과

새로운 연구는 중요성을 갖는다(Schuler, 1980).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개

념 정의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될 수 있다. 연구 초기에는 직무

스트레스를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의 자극(stress as a stimulus),

또는 외부환경에 대한 개인의 육체적ㆍ심리적 반응(stress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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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유기체로서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ㆍ

외적 환경과 상호작용(stress as an organism-environment transaction)

에 대해 갖는 지각 또는 평가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하미승ㆍ권용

수, 2002). 즉, 스트레스를 자극요소, 반응요소, 상호작용요소라는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양안숙, 2008).

구체적으로 자극요소로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직무스트레스를

개인에게 작용하는 힘 또는 자극 등이며 육체적ㆍ심리적 안정성을 파괴

하는 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에는 특정한 직무와 관련한

직무과다,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 기타 부정적인 환경요인이나 조직구

성원에게 위협을 주는 직무환경의 특성들이 포함된다(Margolis &

Kroes, 1974). 주로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업

무환경 측면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다(Jex & Britt, 2008). 반응요소의

관점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환경적 특성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ㆍ육체적 반응으로 정의한다(Jamal,

1990). 즉,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조건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조직구성원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업무환경 내의 어떤 요소로 인해 불

러일으킨 느낌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요소의 관점은 오늘날에 바라보는

스트레스의 관점으로, 개인이 자기 주변의 내ㆍ외부적 환경을 어떻게 지

각하고 평가하는지와 관련 지을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스트레스란,

환경의 자극과 이에 따른 반응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한 개인의 능력이

직무상 요구에 부적합하거나 조직이 제공한 직무환경과 개인의 욕구가

부적합한 상태를 의미한다(이종열ㆍ박광욱, 2011).

많은 방식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정의하여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의 정의를 극도의 심리적 혹은 육체적 반응을 발생시키고, 자극

에 대해 적응하는 반응으로 정의하였다(Moorehead & Griffin, 2014). 즉,

개인에게 심리적 위협 및 긴장을 주는 스트레스를 자극ㆍ반응요소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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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채택하고자 한다. 자극ㆍ반응요소의 관점에서 직무스트레스 용어는

직무환경이 개인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

며, 개인에게 적응하기 위한 반응을 요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표현하기

위해 스트레스원(stressor)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Jex & Britt, 2008).

Jex & Britt (2008)에 따르면, 조직 내 개인이 스트레스원에 반응해서

나타날 수 있는 비적응적인 방식에는 크게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측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심리적 비적응 방식에는 불안과 좌절, 우울감, 그

리고 적대감 등이 있으며, 신체적인 비적응 방식에는 신체적 건강 및 안

녕감과 관련된 반응이 포함된다. 행동적 측면은 결근, 이직, 약물남용 등

이 있으며,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적게 탐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 적게 이루어진 행동적인 측면 중 이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직무스트레스의 요인

직무스트레스의 개념이 다양하듯,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에 대해 바라보

는 분류 내용 및 연구 목적에 따라 학자간의 의견 차이 역시 존재한다

(김구, 2005). 우선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Kahn et al.

(1964)은 역할갈등(role conflict)과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을 조직

내 개인의 스트레스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Cooper & Marshall (1978)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집권화ㆍ공식화

와 같은 조직구조관련 요인, 역할과다ㆍ역할갈등ㆍ역할모호성과 같은 조

직 내 직무 및 역할관련요인, 대인관계관련요인이라는 조직 내적 요인과

물리적 환경, 가정 요인, 다른 조직과의 경쟁 등의 조직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Ivancevich & Matteson (1980)은 조직 내 스트레스 원인으

로 조직 내 물리적ㆍ환경적 특성, 개인의 역할특성, 조직 내 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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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조적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Parker & DeCotiis (1983)는 직무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요인을 직무 자체의 특성, 조직구조ㆍ조

직분위기ㆍ정보흐름 등의 조직적 특성, 역할 관련 요인, 직장 내 관계,

역량 개발, 외적 헌신 및 책임감 등으로 구성하였다. Arnold & Feldman

(1986)은 직무스트레스의 구성요소로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중, 역할

과소 등을 제시하였으며, Motowidlo, Packard, & Manning (1986)은 주관

적 직무스트레스의 선행변수로 직무 조건(job conditions)ㆍ직무경험ㆍA

형 행동유형ㆍ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개인적 특성 등이 스트

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를 경

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Kreitner & Kinicki (2009)는 직무스트

레스를 개인적ㆍ집단적ㆍ조직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개인

적 수준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및 책임

감을 제시하고 있고, 집단적 수준의 경우 집단의 역할 및 관리자의 행태

를 언급하였다. 조직수준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조직풍토, 참여적 관리

방식, 직무환경 및 직무설계 등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Hellrigel et al.

(1998)은 역할과중, 직무조건, 역할갈등과 모호성, 경력개발, 조직 내 대

인관계, 진취적 행동, 부서 간 갈등 등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또한 Colquitt, Lepine, & Wesson (2013)은 스트레스 교류

모형을 토대로 직장 내 스트레스와 직장 외 스트레스로 구분한 뒤, 직장

내 장애스트레스요인과 직장 내 도전스트레스 요인으로 세분화하였다.

직장 내 장애스트레스요인에는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등이 있

으며, 직장 내 도전스트레스요인에는 시간압박, 업무복잡성, 업무책임감

등을 포함하였다. Moorehead & Griffin (2014)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직업ㆍ안정성ㆍ과중한 업무와 같은 과업 요구, 온도 및 자리배치와 같은

물리적 요구,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이라는 역할 요구, 집단 압력 및 리

더십 스타일이라는 인간관계 요구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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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원호ㆍ김석용 (2001)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함에 앞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조직 내적 요인과 관련하여 역할모호성

과 역할과다, 대인관계를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선정하였고, 하미승ㆍ권

용수 (2002)는 중앙부처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할갈등 및 모호성,

업무특성, 조직 내 인간관계, 그리고 조직관리상의 공정성 등에 초점을

두고 직무스트레스의 유발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구 (2005)는 경찰공

무원을 대상으로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부담 등을 선정하였고, 장철

영ㆍ권영주 (2006)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극-반응 상호작용의 관점

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원인변수를 크게 욕구와 욕구충족 간 부적합, 능력

과 요구 간의 부적합 등을 제시하였다. 욕구와 욕구충족 간 부적합은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능력과 요구 간의 부적

합에는 역할과다ㆍ역할갈등ㆍ역할모호성 등을 포함시켰다.

많은 연구들에서 역할갈등ㆍ역할모호성ㆍ역할과다를 주요 직무스트레

스의 요인으로 보았듯, 본 연구에서도 공통되는 위 3가지 요인을 직무스

트레스 요인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조직 내 인간관계 역시 많은 연구

에서 공통된 요인이지만, 조직공정성에 조직 내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는

상호작용공정성이 하위요소로 포함되어 있어 직무스트레스 요인에는 포

함시키지 않고자 한다. 다만,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소들 중 직무자율성이라는 요소도 포함시켜 ① 역

할갈등, ② 역할모호성, ③ 업무과다, ④ 직무자율성이라는 4가지 직무스

트레스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역할갈등

역할갈등(role conflict)이란,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타인의 기대

와 상충되거나 상호배타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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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갈등의 종류에는 역할 간 갈등과 역할 부여자의 내적갈등이 있다.

역할 간 갈등은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이한 요

구로 인해 갈등에 놓일 경우 발생하게 된다. 역할 부여자의 내적 갈등은

역할을 부여한 개인에게서 서로 상충되는 기대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

황이다. 이러한 역할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저성과, 높은 이직률과 같

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Moorehead & Griffin, 2014).

2) 역할모호성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이란,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모호한 경우

에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가령 업무를 지시하면서 방법과 요

령을 알려주지 않거나 업무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Colquitt, Lepine, & Wesson, 2013).

3) 업무과다

업무과다(work overload),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업무를 충분히 완료하지 못하는 상태로, 역할 기대가 개인의 역량

을 초과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Moorehead & Griffin, 2014). 업무

과다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과

다 요인이 역할갈등이나 역할모호성 요인보다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Narayanan, Menon, & Spector, 1999).

4) 직무자율성

Hackman & Oldham (1976)은 직무에 기초한 동기이론인 직무특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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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job characteristic theory)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직무특성 이론은 기

존 Herzberg의 동기-위생 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한 이론으로, 핵심

직무차원에 자율성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율성은 개인

이 자신의 직무와 일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Spector(1986)는 조직에서 지각된 통제감(perceived control)이 표명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직무자율성(job autonomy) 개념을 설명

하는데, 직무자율성이 높다는 의미는 조직 내에서 개인이 자신의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는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 실제 행정조직을 운영함

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공

공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역할갈등

Bedeian & Armenakis (1981)의 연구에 따르면, 역할갈등은 이직충동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emery et al. (1985)은 공공부문 회계사 및 정부 회계사의 역할갈등이

긴장과 직무만족을 통해 이직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Kim & Wright(2007)는 이직의도와 역할갈등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

음을 살펴보았고, Shim, Park, & Eom. (2015)은 일선관료를 대상으로 업

무 과다(work overload), 역할갈등(role conflict), 레드테이프(red tape)라

는 직무요구(job demand) 요인들이 직무소진(work exhaustion)을 매개

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있어 공공봉사동기가 갖는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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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직무요구 요인이 직무소진을 매개로 이직

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봉사

동기가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서ㆍ오세윤ㆍ노시평(2001)은 일선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 중 역할

갈등이 이직충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동수(2009)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소진요인인 직무스트레스, 조직

변화, 역할모호성,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으며 역할갈등이 직무소진(burnout)

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훈ㆍ김연수ㆍ

이창한(2010)은 보호관찰직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

는데, 역할갈등이 심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갈등과 이직의도 간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1. 역할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

질 것이다.

2) 역할모호성

Bedeian & Armenakis (1981)의 연구에 따르면, 역할모호성은 이직충

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luedorn(1982)는 역할

모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직헌신에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사에 영

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했다. Kemery et al. (1985)은 공공부문 회계사 및

정부 회계사의 역할모호성이 긴장과 직무만족을 통해 이직하려는 경향으

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Kim & Wright(2007)는 이직의도와 역할모호

성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고, Jung(2012)는 역할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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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개념인 목표모호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대

상모호성(target ambiguity)과 기간모호성(timelines ambiguity)이 모호할

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Hassan(2013)은 주정부

공무원 1,69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역

할이 명확할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밝혀냈다.

박희서ㆍ오세윤ㆍ노시평(2001)에 따르면, 일선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

중 역할모호성은 이직충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동수(2009)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소진요인인 직무스트레스, 조직변화, 역할모호

성,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역할모호성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상ㆍ김광구

ㆍ김영곤(2011)은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이직의사를 살펴보았는데, 이 때

역할모호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밝혔다. 김서용ㆍ김선희

(2015)에 따르면, 역할모호성은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역할이 모호할수록 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요컨대, 조직 내 개

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모호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2-2. 역할모호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

아질 것이다.

3) 업무과다

박성수(2002)는 경찰공무원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

과, 역할과다가 이직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

태영ㆍ김원형(2006)에 따르면, 설정했던 가설과 달리 업무과다가 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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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가 과다할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신뢰가 기존에 형성된 단계

에서의 업무과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각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하였다.

강제상ㆍ김광구ㆍ김영곤(2011)은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이직의사를 살펴

보았는데, 이 때 역할과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밝혔다.

성희자ㆍ권현수(2013)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살펴봄에 있

어 업무과부하에 의해 직무긴장이 발생할 때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사

실을 도출해냈다.

Kim & Wright(2007)는 이직의도와 업무과다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Shim, Park, & Eom. (2015)은 일선관료를 대상으

로 업무 과다(work overload), 역할갈등(role conflict), 레드테이프(red

tape)라는 직무요구(job demand) 요인들이 직무소진(work exhaustion)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있어 공공봉사동기가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직무요구 요인이 직무소진을 매개로

이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

봉사동기가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akker, Demerouti, & Schaufeli (2003)는 업무량과 이직의도 간의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업무량이 직무소진으로 이어지고, 이직

의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업무과다의 기준이 업무량의 적정성과 같은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기 때

문에 업무과다가 이직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

하고자 한다.

가설 2-3. 업무 과다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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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자율성

지금까지 직무자율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

지는 않다. Spector(1986)에 따르면, 직무자율성과 이직의도ㆍ이직이 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ried & Ferris (1987)는

직무특성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자율성을 포함한 핵심

직무차원 모두가 이직이라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Kim & Stoner (2008)의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 및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직무자율성(job autonomy)이 직무소진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직의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Pitts et al. (2011)은 조직ㆍ관계적 요인 중 자율성과

관련한 개념인 권한 위임이 정부로부터 이직(Leaving Government)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이직의도에 대해 비교 연구를 실시한 정원식ㆍ정한식(2013)에 따

르면, 직무자율성은 직무만족을 낮추고 이를 매개로 이직의도를 증대시

키는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규직공무원의 경우 업무처리에 대한 재량이

부족하므로 비정규직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태영ㆍ김원형(2006)은 자율성과 관련된 개념인 권한 위임요인

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직무자율성이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4. 직무자율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

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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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1. 공공봉사동기의 개념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는 외재적 동기가 아닌 내재

적 동기를 중심으로, Perry & Wise(1990)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공공

봉사동기는 민간부문과는 비교되는 공공부문만의 특수한 동기구조를 설

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이후 Public Service Motivation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공공봉사동기, 공직봉사동기, 공공서비스동기 등 다

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Public Service Motivation이 정부부문에

서만의 유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봉사동기라는 용어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전대성ㆍ이수영, 2015). 이러한 공공봉사동기는 공공

조직 분야에서의 조직 구성원들이 갖는 민간조직과 다른 동기구조를 설

명하는 이론적 개념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의의를 지닌다(김서용ㆍ조

성수ㆍ박병주, 2010).

Perry & Wise(1990)는 공공봉사동기를 ‘공공부문에서 주요하게, 고유

하게 나타나는 동기에 반응하는 개인적 경향’ 이라고 정의하였다.

Rainey & Steinbauer (1999)는 공공봉사동기를 ‘지역공동체, 국민, 국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기’라고 정의하면서 이타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공공봉사동기는 공공부문에 참여하기 이전부

터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견해도

있다(유민봉ㆍ임도빈, 2007).

Perry(1996)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Perry & Wise (1990)가 제시했

던 공공봉사동기의 개념을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 공익에 대한 몰

입, 동정심, 자기희생이라는 구성개념으로 조작화하였다. Perry &

Wise(1990)에 따르면, 공공봉사동기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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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구분된다. 합리적 차원이란, 공무원은 개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특히 정책형성ㆍ집행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아실현 등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공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그들을 보호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하게 된다. 이

러한 합리적 차원에 해당하는 구성개념이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이

다. 공익에 대한 몰입을 구성개념으로 하는 규범적 차원은 공익에 대한

봉사와 정부에 대한 충성심, 사회적 형평의 추구를 내용으로 하는 동기

이다. 동정심 및 자기희생을 하위개념으로 하는 정서적 차원에는 정책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헌신하려는 동기가 포함된다.

또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무감이나 타인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애정

이나 동정이 포함된다.

2.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의 관계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 PSM)와 이직의도 간의 관

계를 규명한 연구는 국내ㆍ외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에서 공공

봉사동기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강동철 (2016)이 있으

며, 이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의 하위 변수인 공익을 위한 헌신, 측은

지심, 자기희생 중 어떠한 변수도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연구의 한계로 지방공무원을 표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적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경로분석을 활용하고 있어

Naff & Crum (1999)의 연구와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강동철,

2016). 반면, Campbell & Im (2016)은 한국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와 이

직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공봉사동기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

아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변화지향적 조직시민행동

(CO-OCB)은 이러한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 간의 조절효과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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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외에서는 Naff & Crum (1999), Bright (2008), Steijn (2008), Caillier

(2011), Jeon & Robertson (2013) 등의 연구가 있다. Naff & Crum

(1999)은 공공봉사동기(PSM)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첫 번

째 연구이다. 연구 결과, 인과관계는 약하지만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

일수록 정부에서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나타났다. 이와 달리, Bright (2008)의 연구는 개인-조직 적합성(P-O Fit)

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 간에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Steijn (2008)은 공공봉사동기와 직무환경과의 적합성이 갖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 종사하

면서 공공봉사동기가 높다면 공공부문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즉,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공무원이라면 이직의사가 낮아지게

된다. Caillier (2011)는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

고자 하였으나, 기존까지의 연구와는 다르게 공공봉사동기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Kim (2015)에서도 공

공봉사동기 하위 요소 중 자기희생(self-sacrifice) 요인이 이직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Gould-Williams, Mostafa, &

Bottomley (2013)은 공공봉사동기가 이직의도(quit intentions)와 음의 상

관관계를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Jeon & Robertson (2013)은 공공봉사동

기의 일종인 공공의무동기(Public Duty Motivation)와 이직의도 간의 인

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공의무동기는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은

퇴하려는 경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방정부 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공공

의무동기는 공공부문 밖으로 이직하려는 의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중에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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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립적이거나 복합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나, 공공봉사동기가 이직의도

와 음의 양관관계가 나타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Ritz, Brewer &

Neumann, 2016). 전체적으로 공공봉사동기는 조직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반면 긍정적인 효과

는 증가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김서용ㆍ김선희, 2015). 또한 Perry

& Wise (1990)가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공공조직에 속하고자

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던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

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도

공공봉사동기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감소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3.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에 대한 이론적 탐색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국내ㆍ외적으로 많

지는 않다. 김서용ㆍ김선희 (2015)는 공공조직에서의 모호성과 조직효과

성 변수 간에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최선미ㆍ홍준형ㆍ이재완 (2016)에 따르면, 조직몰입

과 공정한 처우 간의 관계, 직무몰입과 레드테이프 간의 관계에서 공공

봉사동기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내 저성과자 비율

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 간 관계에 있어 공공봉사동기가 부정적인 역할

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전대성, 2015). 또한 일선관료의 이직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Shim et al., 2015) 뿐만 아니라 조직시민행동, 업무행동, 성과평

가 간의 관계에 있어 공공봉사동기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파악하고자 한

연구도 있다(Christensen & Whiting, 2009).

그러나 아직 공공봉사동기(PSM)가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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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했던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 역시 약하

다. 하지만 앞서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보았듯,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는 공무원 개인에게 긴장을 유발하

게 되는데 Liu et al. (2014)은 긴장에 대한 대응의 관점으로 공공봉사동

기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Liu et al. (2014)은 자기결정성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 :

SDT)을 활용하여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율적 동기지향

(autonomous motivation orientation)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Weinstein & Ryan (2011)에 따르면, 자율적 동기지향(autonomous

motivation orientation)은 4가지 원리를 통해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행

동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자율적 동기지향은 ① 인지된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개인을 도와주고, ② 스트레스에 적게

대응하는 동시에 위협에 대한 판단에 도전적일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해주

고, ③ 개인적 감정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의향을 촉진하고, ④ 심리적으

로 성취감을 요구하는 생활양식으로 유도하게 해준다. 결국, 공공봉사동

기(PSM)는 자율적 동기지향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1.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조직공정성이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직의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3-2.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직의도가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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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 모형

앞에서 살펴보았듯,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

작용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업무과다, 직무자율

성)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그 영향을 조

절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분석 틀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분배공정성ㆍ절차공정성ㆍ상호작용공정성 등

3가지 조직공정성 변수와 역할갈등ㆍ역할모호성ㆍ업무과다ㆍ직무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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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가지 직무스트레스 변수를 독립변수로, 공공봉사동기를 조절변수로

포함하는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성별ㆍ소속유형ㆍ연령ㆍ혼인상태ㆍ

직급ㆍ교육수준ㆍ근무연수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

다.

제 2 절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013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

시하였다.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는 2011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중앙행정기관(부ㆍ처ㆍ청ㆍ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특정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제외하였다. 표본

은 대표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ㆍ계급별ㆍ성별 층화를 중첩적으로 세분화

하여 정원비례에 의한 층화별 할당추출방법(stratified quota sampling)

및 부서별 계통추출방법(systematic sampling)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기관별 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당시 안전행정부 정부조직관리정보

시스템 2016년 3월 12일자 검색일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

체는 자치법규시스템 2016년 6월 3일 검색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후 실제 조사를 위해 부서 단위의 표본추출프레임에 대한 계통추출

방식을 적용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예비조사

(pilot tests) 및 일부 응답자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실제 조사는

2013년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6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민간

전문조사연구기관을 통해 1:1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 38 -

수집된 데이터의 경우 1차적으로 민간 전문조사연구기관의 자체적인

검수를 거친 뒤, 2차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검증(30% 내외)을 통해 데

이터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특히, 기준을 지키지 않은 표본 대체가 발견

된 경우에는 전량 폐기 후 재조사하도록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2013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2,013명 중 활용하고

자 하는 문항에서 결측값을 지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38명의 표본을

제외하고 1,87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 3 절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기 위해 2013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

사에서 이직의도를 물어본 설문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표 1]

과 같다. 종속변수에 대한 4개의 설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으로 공무원

의 이직의도를 측정하였다.

[표 1] 종속변수 하위 설문 문항

구 분 설문 문항 측 정

이직

의도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 5점척도

나는 최근 이직을 시도한 적이 있다 5점척도

나는 우리 기관을 떠날 경우 이득이 손실보다 클 것이다 5점척도

나는 우리 기관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다 5점척도



- 39 -

2. 독립변수

1) 조직공정성

조직공정성을 본 연구에서는 크게 분배공정성ㆍ절차공정성ㆍ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3가지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였으며, Price & Muller (1981),

Moorman(1991)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듯,

분배공정성ㆍ절차공정성ㆍ상호작용공정성 각각에 대한 설문문항을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13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 설계된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기에 직무스트레스와 달리 단일 문항으로 되어 있다는

측정의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大)표본 자료이며, 체계적인 자료수집 과정을 거쳐 수집된 만큼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각각의 조직공정성 하위 요인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

성에 대한 응답을 측정값으로 설정하였다. 단일 문항인 점을 고려하여

신뢰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조직공정성 하위 설문 문항

구 분 설문 문항 측 정

조

직

공

정

성

분배

공정성

나는 담당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 승진, 고과 등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
5점척도

절차

공정성
나는 보상기준 /보상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점척도

상호

작용

공정성

상관은 보상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내용/과정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5점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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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스트레스 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Rizzo et al. (1970), 하미승ㆍ권용수(2002),

Moorehead & Griffin (2014) 등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

에서 살펴본 역할갈등(role conflict),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 업무과

다(work overload)와 함께 Fried & Ferris (1987), Kim & Stoner (2008)

에서 살펴본 직무자율성(job autonomy)을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직무스트레스 요인 하위 설문 문항

구 분 설문 문항 측 정

직

무

스

트

레

스

역할

갈등

나는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 5점척도

담당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
5점척도

내 역할에 대한 상사들/부하들의 요구사항이 다르다 5점척도

공식 업무책임과 내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5점척도

역할

모호성

나의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범위가 불분명하다 5점척도

나의 담당 업무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 5점척도

나의 담당 업무의 수행방법이 불분명하다 5점척도

업무

과다

나의 담당 업무 및 책임은 너무 과중하다 5점척도

나의 평소 업무량은 적정수준이다 * 5점척도

나의 평소 근무시간은 적정수준이다 * 5점척도

직무

자율성

나는 업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5점척도

나는 업무수행 방식 /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5점척도

나는 업무수행 속도 /마감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5점척도

나는 업무수행 순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점척도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기 위해 2013년 공직생활에 대

한 인식조사의 설문문항 중 각 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설문문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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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표 3]과 같다. 이 때 업무과다의 경우,

업무량 및 근무시간에 대한 설문문항은 숫자가 커질수록 긍정적인 경향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을 실시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 중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경우, 조직공정성과 달리 2013년 공

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다수의 문항을 활용

하여 측정하고 있었다. 이에 직무스트레스의 측정도구가 갖는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

다. 다수의 변수를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 변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추

출방식으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고유값(Eigen-value)은 1.0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적재량을 단순화함으

로써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요인 간 독립성

을 보장한 상태에서 결과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활용하여 회전시켰다.

그 결과 아래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업무과

다, 직무자율성 등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추출된 요인에 의해 각

변수가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 공통성(Communality)인

데, 일반적으로 40%(0.4)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값이 나타날 경우 제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의 공통

성 값이 0.4이상으로 나타나 제거한 변수가 없다. 4가지 요인의 누적 분

산설명비율은 70.39%였으며, 그 중 역할모호성이 31.50%로 가장 높은

분산설명비율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타당성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정도인 신뢰성에 대하여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설문

문항들의 내적일관성 나타내는 Cronbach’ 를 살펴보면, 역할모호성은

0.8891, 직무자율성은 0.8183, 역할갈등은 0.7874, 업무과다는 0.7890이었

다. 즉, 독립변수 중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Cronbach’ 가 모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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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0.6 이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요인분석 결과

측정문항　
역할

모호성

직무

자율성

역할

갈등

업무

과다
공통성

나의 담당 업무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 0.8767 -0.1590 0.1887 0.0392 0.8311

나의 담당 업무의 수행방법이 불분명하다 0.8763 -0.1411 0.1820 0.0607 0.8246

나의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범위가

불분명하다
0.8311 -0.1044 0.2390 0.0454 0.7608

나는 업무수행 방식 /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0.0520 0.8413 -0.0939 -0.0264 0.7200

나는 업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0.0791 0.7990 -0.0642 0.0577 0.6521

나는 업무수행 순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0.1341 0.7780 -0.0001 -0.1439 0.6440

나는 업무수행 속도 /마감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0.1231 0.7488 -0.0090 -0.2461 0.6364

나는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
0.1594 -0.0810 0.7878 0.0474 0.6549

담당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
0.0226 -0.0011 0.7552 0.0604 0.5745

공식 업무책임과 내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0.2367 -0.0417 0.7495 0.0640 0.6236

내 역할에 대한 상사들/부하들의

요구사항이 다르다
0.3031 -0.0565 0.7314 0.0287 0.6308

나의 평소 업무량은 적정수준이다 * 0.0288 -0.1199 0.0360 0.9369 0.8943

나의 평소 근무시간은 적정수준이다 * 0.0038 -0.1578 0.0342 0.9260 0.8835

나의 담당 업무 및 책임은 너무 과중하다 0.4332 -0.0017 0.2610 0.5177 0.5238

고유값 (Eigen-value) 2.6317 2.6189 2.4972 2.1067 　

설명비율 (%) 0.3150 0.1690 0.1252 0.0947

누적설명비율 (%) 0.3150 0.4840 0.6092 0.7039

Cronbach’  0.8891 0.8183 0.7874 0.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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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변수

공공봉사동기를 조절변수로 설정하기 위해 2013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

식조사의 설문문항 중 공공봉사동기를 묻는 설문문항 전체를 활용하였으

며, 세부적으로 [표 5]와 같다.

Perry (1996)는 공공봉사동기를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하

위 구성개념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 공익에 대한 몰입, 동정심

및 자기희생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im et al. (2012)은 공공봉

사동기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설문 문항으로 총 16가지 문항을 구성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16가지 문항 중 9가지 문항을 활용하여 공

공봉사동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5] 조절변수 하위 설문 문항

구 분 설문 문항 측 정

공

공

봉

사

동

기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호감

공익에 봉사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5점척도

공공서비스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5점척도

공익에

대한

몰입

공공서비스는 시간 /노력이 들더라도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점척도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5점척도

공공정책을 개발할 때 미래세대의 이익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5점척도

동정심
나는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5점척도

나는 국민들이 불공정한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 5점척도

자기희생
나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5점척도

나는 사회를 돕기 위해 개인적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5점척도

공공봉사동기의 경우, 단일 문항이 아닌 다중 문항으로 공공봉사동기

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공공봉사동기를 측정하고자 한 설문문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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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도 조사를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가 모두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0.6보다 높은 0.8796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표 6]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설문문항 9가지 응답에 대한 평균값으로 측정하

고자 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봉사동기 설문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4보다 큰 경우를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으로, 4보다

낮은 경우를 공공봉사동기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공공봉사

동기가 4보다 높은 집단을 1로 코딩하였으며, 낮은 집단은 0으로 코딩하

였다.

[표 6] 조절변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Cronbach’  제외한 변수
변수 제거시

Cronbach’ 계수

공공봉사동기
(PSM)

0.8796

psm_attraction1 0.8632

psm_attraction2 0.8613

psm_commitment1 0.8640

psm_commitment2 0.8692

psm_commitment3 0.8671

psm_compassion1 0.8637

psm_compassion2 0.8644

psm_sacrifice1 0.8672

psm_sacrifice2 0.8795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인 성별ㆍ소속유형ㆍ연령ㆍ혼인상태ㆍ직급ㆍ교육수준ㆍ근무연수 등과 같

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해서 통제하였다. 이러한 개인적 특

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Chiu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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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통제변수 하위 설문 문항

구 분 설문 문항 측 정

통

제

변

수

소속

유형

귀하께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중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1) 국가(행정부)

(2) 지방(광역자치단체)

성별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남자 (2) 여자

연령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직급

(계급)

귀하의 현재 직급(계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3급(3), 4급(4), 5급(5), 6급(6),

7급(7), 8급(8), 9급(9)로 코딩

학력
귀하의 현재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고졸 이하 (2) 2년제 대졸

(3) 4년제 대졸 (4) 대학원 석사 졸업

(5) 대학원 박사 졸업

혼인

상태

귀하의 혼인상태(사실혼 포함)는

어떻게 되십니까?
(1) 기혼 (2) 미혼

근무

년수

귀하께서 공무원으로

최초 입직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 2014년 - 년

소속유형은 크게 국가직(행정부)과 지방직(광역자치단체)로 구분하였

으며, 국회나 기초단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제외하였다. 국

가직 = 1로 코딩하였으며, 지방직 = 0으로 코딩하였다. 성별에 대해 남

자 = 1, 여자 = 2로 측정하였으나, 더미변수로 조작화하기 위해 여자 =

0, 남자 = 1로 코딩하였다. 연령의 경우, 세대별로 측정하고자 20대 = 1,

30대 = 2, 40대 = 3, 50대 = 4, 60대 이상 = 5 로 구분하였다. 직급은 자

기기입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3급 = 3, 4급 = 4, 5급 = 5, 6급 = 6, 7급

= 7, 8급 = 8, 9급 = 9로 코딩하였다. 학력은 공무원 입직 당시의 학력이

아닌 현재의 학력을 살펴보았으며, 고졸 이하 = 1, 2년제 대졸 = 2, 4년

제 대졸 = 3, 대학원 석사 졸업 = 4, 대학원 박사 졸업 = 5로 코딩하였

다. 혼인상태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기혼과 미혼으로 측정하였으며,

기혼 = 1, 미혼 = 0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무연수는 입직연도에

대한 설문문항을 기초로 하여 개인이 응답한 연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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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2014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코딩하였다.

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가설검정에 앞서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

료가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표본의 특

성 및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봄으로써 연구대상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앞서 수립한 가설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고자 한다.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를 독립

변수로, 공공봉사동기를 조절변수로,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공

공봉사동기가 갖는 조절효과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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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3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토대로

표본 1,875명의 공무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 도 비 율(%)

소속유형
국가직
지방직

1,398
477

74.6
25.4

직 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
135
358
586
587
168
31

0.5
7.2
19.1
31.3
31.3
9.0
1.7

성 별
여 성
남 성

521
1,354

27.8
72.2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8
646
837
332
2

3.1
34.5
44.6
17.7
0.1

학력

고졸 이하
2년제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석사 졸업
대학원 박사 졸업

83
143
1,260
342
47

4.4
7.6
67.2
18.2
2.5

혼인상태
미혼
기혼

330
1,545

17.6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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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1,354명(72.2%), 여성 521명(27.8%)로 남성

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소속유형은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1,398명(74.6%), 지방직 공무원이 477명(25.4%)로 나타났다. 직

급의 경우 3급이 10명(0.5%), 4급이 135명(7.2%), 5급이 358명(19.1%), 6

급이 586명(31.3%), 7급이 587명(31.3%), 8급이 168명(9.0%), 9급이 31명

(1.7%)로 조사되었다. 연령의 경우, 20대는 58명(3.1%), 30대는 646명

(34.5%), 40대는 837명(44.6%), 50대는 332명(17.7%), 60대는 2명(0.1%)로

나타났다. 학력에 대해서는 고졸 이하 응답자가 83명(4.4%), 2년제 대학

졸업자가 143명(7.6%),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260명(67.2%), 대학원 석

사 졸업자가 342명(18.2%), 대학원 박사 졸업자가 47명(2.5%)로 나타났

다. 혼인상태는 기혼이라고 응답한 대상이 1,545명(82.4%), 미혼이라고

응답한 대상이 330명(17.6%)로 제시되었다.

제 2 절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

1.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이직의도이다.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를 파

악하기 위해 설문문항으로 4가지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최솟값은 1이며 최댓값은 5이다. 최종적으로 회귀

분석을 위해 4가지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표 9]와

같다. 이직의도의 평균이 2.65013으로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합 최솟값 최댓값

이직의도 2.65013 0.67446 496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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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독립변수의 경우는 크게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라는 두 가

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직무자율성, 업무과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최솟값은 1이며 최댓값은 5로 나타났다. 세부적

으로는 [표 10]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0]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합 최솟값 최댓값

조직공정성

분배공정성 3.0256 0.73876 5673 1 5

절차공정성 2.8 0.83096 5250 1 5

상호작용공정성 2.8784 0.83872 5397 1 5

직무

스트레스

요인

역할갈등 3.11587 0.58889 5842 1 5

역할모호성 2.64267 0.69681 4955 1 5

직무자율성 3.31587 0.6645 6217 1 5

업무과다 3.09636 0.74158 5806 1 5

최종적으로 살펴볼 회귀분석 단계를 위해 독립변수 측정의 경우 조직

공정성은 단일 문항이라 해당 조직공정성에 대한 응답값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다중 문항으로 측정되어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요인점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본 절에서

는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 응

답 값의 평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직공정성에 해당하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의 기초통계량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

호작용공정성이라는 3가지 조직공정성 중에 공무원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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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있는 변수는 분배공정성이었다. 분배공정성은 평균이 3.0256으

로, 여타 절차공정성이나 상호작용공정성이 2.8, 2.8784로 각각 나타난 것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성과에 따른 보수ㆍ승진ㆍ고과

등의 보상에 대해 더 공정하다고 인식한 반면, 보상기준이나 보상과 관

련하여 상사의 설명 등에 관하여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는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직무자율성, 업

무과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무자율성의 경우, 역할

갈등이나 역할모호성, 업무과다와 달리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스트

레스가 낮은 것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하위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요인은 역할갈등이다. 역할갈등의 평균값이 3.11587

로 보통의 응답값인 3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업무과다 역시 평

균값이 3.09636으로 보통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와 달리, 역할모

호성은 보통의 응답값인 3보다 더 낮은 수준인 2.64267의 평균값을 나타

냈다. 또한 직무자율성의 평균값이 3.31587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3. 조절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PSM)에 대해 기초통계량을 살

펴보고자 한다. 공공봉사동기를 측정한 9문항의 평균값을 살펴보고자 하

며, 평균값 4를 기준으로 4보다 높을 경우 공공봉사동기 고(高)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4보다 낮을 경우 공공봉사동기 저(低)집단으로 구분하였

다. 세부적으로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조절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합 최솟값 최댓값

공공봉사동기 3.79437 0.45683 711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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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봉사동기의 경우, 평균값이 3.79437로 보통인 3보다 훨씬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0.45정도로 다른 변수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PSM)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솟값이 2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정 수준이상의 공공봉사동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통제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소속유형, 직급,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합 최솟값 최댓값

소속유형 0.7456 0.43564 1398 0 1

직급 6.19093 1.14518 11608 3 9

성별 0.72213 0.44807 1354 0 1

연령 2.7728 0.7735 5199 1 5

학력 3.06773 0.72917 5752 1 5

혼인상태 0.824 0.38092 1545 0 1

근무연수 16.1024 8.87865 30192 1 43

소속유형의 평균은 0.7456, 직급의 평균은 6.19093, 성별의 평균은

0.72213, 연령의 평균은 2.7728, 학력의 평균은 3.06773, 혼인상태의 평균

은 0.824였으며, 마지막으로 근무연수의 평균은 16.1024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통제변수들이 대부분 측정대상의 분류뿐만 아니라 측정대

상의 크기에 따라 순서적으로 배열한 서열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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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크기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소속유형의 경우, 평균값이

0.5보다 큰 것으로 보아 광역자치단체(0)에 해당하는 공무원보다는 중앙

행정기관(1)에 소속된 공무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3급부

터 9급까지 응답하였으며, 성별의 경우 여자(0)보다 남자(1)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 역시 미혼(0)보다는 기혼(1)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평균적인 근무연수가 16년이었고 근무연수

가 1년이 된 공무원부터 43년이 된 공무원까지 많은 대상자들을 포괄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건

이 있기 때문이다. 즉,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

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회귀계수의 신뢰성

(reliability)을 낮출 뿐만 아니라 모형특정화(model specification)의 문제

를 발생시키게 된다(고길곤, 2014).

분석 결과, [표 13]에서 살펴볼 수 있듯,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은 0.6 이하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0.8 이상(Field, 2005)의 값은 나타나지 않았다.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조직공정

성에 해당하는 분배공정성의 상관계수 값은 -.25(p<0.001), 절차공정성의

상관계수 값은 -.17(p<0.001), 상호작용공정성의 상관계수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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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p<0.001)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는 역할갈등의

상관계수 값은 .24(p<0.001), 역할모호성의 상관계수 값은 .32 (p<0.001),

직무자율성의 상관계수 값은 -.22(p<0.001), 업무과다의 상관계수 값은

.19(p<0.001)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상관계수 값은 -.20(p<0.001)으로

나타났고, 이직의도와 공공봉사동기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통제변수인 소속유형의 상관계수는 .11(p<0.001)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의 경우 .13(p<0.001)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성별의 경우, 상관계수 값이 -.05(p<0.01)로 나타났고 연령은

-.16(p<0.001), 혼인상태는 -.11(p<0.001), 근무연수는 -.19(p<0.001)로 나

타나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력의 경우 .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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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①소속유형 1

②직급 -.01 1

③성별 -.10*** -.30*** 1

④연령　 -.26*** -.48*** .22*** 1

⑤학력 .04 -.29*** .09*** .03 1

⑥혼인상태 -.11*** -.24*** .28*** .38*** .04 1

⑦근무연수 -.27*** -.46*** .10*** .83*** -.07** .36*** 1

⑧분배
공정성 .05* -.09*** .02 -.00 -.02 .01 .02 1

⑨절차
공정성 .08*** -.12*** .05** .05 -.03 .01 .07** .53*** 1

⑩상호작용
공정성 .08*** -.10*** .06** .01 -.01 .01 .02 .54*** .59*** 1

⑪역할갈등 -.09*** -.04 .04 -.01 .02 -.02 -.03 -.24*** -.17*** -.23*** 1

⑫역할
모호성 -.03 .10*** -.04 -.10*** -.04 -.05* -.13*** -.23*** -.15*** -.16*** .45*** 1

⑬직무
자율성 -.02 -.23*** .05* .15*** .02 .10*** .17*** .28*** .33*** .31*** -.14*** -.27*** 1

⑭업무과다 .07** -.00 .07** -.07** .07** -.01 -.11*** -.20*** -.14*** -.13*** .21*** .24*** -.25*** 1

⑮공공
봉사동기 -.02 -.15*** .09*** .19*** .07** .09*** .18*** .15*** .14*** .11*** -.04 -.23*** .21*** -.12*** 1

⑯이직의도 .11*** .13*** -.05** -.16*** .03 -.11*** -.19*** -.25*** -.17*** -.20*** .24*** .32*** -.22*** .19*** -.20***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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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모형 평가 및 가설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이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에 있어 공공봉사동기(PSM)의 정도에 따라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변수를 구

분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2단계에서는 통제

변수와 독립변수는 조직공정성ㆍ직무스트레스 요인을, 3단계에서는 통제

변수ㆍ독립변수ㆍ조절변수를,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통제변수ㆍ독립변

수ㆍ조절변수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항까지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다만, 4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의 결과 값인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ㆍ조절변수와 함께 포함을 시킬 경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게 되

어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

립변수에서 평균값을 빼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방법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항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1.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하나의 독립변수가 아닌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반영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되므로 반드시 다중공선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다중공선성에 대한 진단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차

한계가 0.1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이 10보다 클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

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한다(이희연ㆍ

노승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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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변수 공차한계 분산팽창요인(VIF)

소속유형 .8692 1.15048

직급 .57252 1.74665

성별 .80387 1.24398

연령 .27952 3.57759

학력 .83817 1.19307

혼인상태 .79526 1.25745

근무연수 .26874 3.72109

분배공정성 .34698 2.882

절차공정성 .31066 3.219

상호작용공정성 .31217 3.20334

역할갈등 .49973 2.00107

역할모호성 .50071 1.99715

업무과다 .44409 2.25178

직무자율성 .4598 2.17485

공공봉사동기 .90767 1.10173

분배공정성×

공공봉사동기
.30498 3.27887

절차공정성×

공공봉사동기
.30155 3.3162

상호작용공정성×

공공봉사동기
.29062 3.44092

역할갈등×

공공봉사동기
.50066 1.99737

역할모호성×

공공봉사동기
.51909 1.92647

업무과다×

공공봉사동기
.43623 2.29238

직무자율성×

공공봉사동기
.46401 2.15511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의 공차한계

가 0.1보다 높았으며, 분산팽창요인(VIF) 값 역시 10보다 큰 변수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표 14]와 같으며, 공차한계가 가장

낮고 분산팽창요인이 가장 높은 변수는 근무연수로 공차한계가 0.26874

의 값을 보였으며, 분산팽창요인은 3.72109의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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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모형에 따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첫 번째로 살펴볼 모형 1은 개인이 갖는 특성에 따라 이

직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소속유형, 직급, 성별, 연령, 학

력, 혼인상태, 근무연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개인이 갖는 특성과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을 제외한 소속유형( = 0.119, p <

.01), 직급( = 0.053, p < .01), 학력( = 0.046, p < .05), 혼인상태( =

-0.081, p < .1), 근무연수( = -0.008, p < .05)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광

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보다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아질

수록, 근무연수가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며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형 2의 경우, 개인의 긴장을 유발하는 영향요인들 중 조직공정

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모형 1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속유형( = 0.167, p < .01), 직급( = 0.038, p < .05), 학력( =

0.042, p < .05), 혼인상태( = -0.077, p < .1), 분배공정성( = -0.106, p <

.01), 상호작용공정성( = -0.049, p < .05), 역할갈등( = 0.155, p < .01), 역

할모호성( = 0.061, p < .01), 업무과다( = 0.096, p < .01), 직무자율성( =

-0.060,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공정성 중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연구 설계에서 제시하였던 가설과 동일

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는 역할갈등, 역할모

호성, 업무과다, 직무자율성도 가설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절차공정성의 경우에는 가설과 달리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종합해보면 공무원 개인이 분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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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며, 상사로부터 보상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호작용공정성이 낮을수록 이직의도

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공무원 개인이 맡고 있는 역할에 있어 갈등이

많을수록,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모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업무량

이 많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며, 자신의 직무를 통제당하는 경향이 높

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었다. 즉, 본 연구

에서 설정하였던 가설 1-1, 1-3과 가설 2-1, 2-2, 2-3, 2-4가 채택되었

다.

셋째, 모형 3의 경우 공공봉사동기(PSM)라는 조절변수를 상호작용항

을 제외하고 모형 2에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모형 3의 결

과는 모형 2에서 나타났던 결과와 동일하며, 새로 추가한 공공봉사동기

라는 조절변수 역시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공공봉사동기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결론을 도

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 4의 경우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PSM) 뿐만 아니

라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과의 상호작용항을 모형 3에 포함시

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들과 공

공봉사동기 간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 4의 경우,   값이 0.082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 8.2%정도 이직의도에 대해 더 설명하

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봉사동기와의 상호작용항 중에서는 ‘상호작용공정

성 × 공공봉사동기’( = -0.127, p < .01)와 ‘역할모호성 × 공공봉사동기’

= -0.068, p < .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가설

3-1과 3-2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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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 2.279
***

2.311
***

2.334
***

2.290
***

통

제

변

수

소속유형 0.119
***

0.167
***

0.168
***

0.168
***

직급 0.053
***

0.038
**

0.038
**

0.041
**

성별 0.012 0.019 0.026 0.025

연령 0.001 -0.015 -0.014 -0.007

학력 0.046
**

0.042
**

0.046
**

0.048
**

혼인상태 -0.081
*

-0.077
*

-0.078
*

-0.074
*

근무연수 -0.008
** -0.004 -0.003 -0.003

독

립

변

수

조직

공정성

분배공정성 -0.106
***

-0.099
***

-0.119
***

절차공정성 0.003 0.004 0.008

상호작용공정성 -0.049
**

-0.049
** 0.005

직무

스트레스

요인

역할갈등 0.155
***

0.147
***

0.152
***

역할모호성 0.061
***

0.056
***

0.087
***

업무과다 0.096
***

0.095
***

0.071
***

직무자율성 -0.060
***

-0.052
***

-0.052
**

조절

변수
공공봉사동기 -0.132

***
-0.134

***

상

호

작

용

항

분배공정성 ×공공봉사동기 　 　 0.063

절차공정성 ×공공봉사동기 -0.007

상호작용공정성×공공봉사동기 -0.127
***

역할갈등 ×공공봉사동기 -0.012

역할모호성×공공봉사동기 -0.068
**

업무과다 ×공공봉사동기 0.042

직무자율성 ×공공봉사동기 0.000

통계

량

  .0459 .1878 .1962 .2044

Adj   .0423 .1817 .1897 .1949

F 12.83 30.72 30.25 21.62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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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공봉사

동기가 갖는 조절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공공봉사동기 값 4 이상)과 공공봉사동기가 낮은 집단(공공봉

사동기 값 4 미만)으로 구분하여, [그림 2]와 [그림 3]의 그래프를 도출

하였다.

[그림 2] 공공봉사동기와 상호작용공정성의 상호작용 그래프

[그림 2]는 상호작용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공봉

사동기가 갖는 조절효과 그래프이다.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의 경우

낮은 집단과 비교해볼 때, y절편 값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두 집단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나타낸다.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상호작용공정성이 높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

고 있으며,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호작용공정

성이 증대될수록 이직의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즉, 공공봉사동기가 높

은 집단은 상호작용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낮은 집단

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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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공봉사동기와 역할모호성의 상호작용 그래프

[그림 3]은 역할모호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공봉사동

기가 갖는 조절효과 그래프이다.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의 경우 낮은

집단과 비교해볼 때, y절편 값에서부터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은 낮

은 집단에 비해 이직의도가 낮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두 집단의 기

울기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역할모호성이 높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공공

봉사동기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역할모호성이 증대될수록 이

직의도가 커지는 정도가 낮다. 즉,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은 역할모호

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낮은 집단보다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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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공무원들에게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인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고, 공무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공공봉사동기가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오늘날 공공부문에 종사할 공무원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는 부분도 공공부문의 인사행정에 있어 중요하지만, 현재 공공

부문에 속해있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

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가설 1과 관련하여 절차공정성을 제외한 분배공정성 및 상

호작용공정성과 관련하여 가설 1-1과 1-3이 채택되었다. 즉, 분배공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과 상호작용

공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는 4가지 요인 모두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과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할갈등ㆍ역할모호성ㆍ업무과다의 수준

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가 높아지며, 직무자율성의 수준이 높을

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가설 3의 경우,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공무원의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공봉사동기(PSM)가 갖는 조절효과는 부

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조직공정성 중 상호작용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 요

인 중 역할모호성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공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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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PSM)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공

공봉사동기가 높을수록 상호작용공정성으로 인해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역할모호성으로 인해 이직의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표 16]과 같다.

[표 16] 가설검증 결과

구 분 가 설
검증

결과
비 고

가설1

가설 1-1. 분배공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

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2. 절차공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

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3. 상호작용공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

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채택

기각

채택

가설2

가설 2-1.역할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

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역할모호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3. 업무 과다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

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4. 직무자율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설3

가설 3-1.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조직

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직의

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3-2.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직의도가 낮을 것이다.

일부

채택

일부

채택

상호작용

공정성(-)

역할모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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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범죄사회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공공조직에 접목시켜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일반긴장이론은 사회에서 반사회적 행동인 범죄(crime)를 설명하는 이론

인 대표적인 이론이다. 본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을 공공조직분야에 논리

를 적용함으로써 반생산적 과업행동의 일종인 이직(turnover)을 설명하

고자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공공조직 내에서 개인에게 긴장

(strain)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인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

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시켰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통적인 직무스트레스 모델이 경찰 및 소방공무원

과 같은 특정 직업군의 직무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에서 벗어나 직무스

트레스 모델이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즉, 인사행정에 있어 스트레스 관리가 직무특성에 관련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이직관리를 함에 있어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의 관점에서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조직공정성 중 분배공정성 및 상호작용공

정성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조직공정성의 보상의 개념은 내재적 보상이 아닌 외재적 보상에

해당하는데, 전통적으로 내재적 보상에 치중한 인사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공무원들은 외재적 보상에 따라서도 직무

행태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인사관리 측

면에 있어 단순히 내재적 보상뿐만 아니라 보수, 승진 등과 같은 외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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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까지도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수립하였던 절차공정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가설 1-2가 기각된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았던 내용

과 차이를 나타낸다. 절차공정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절차공정성을 측정한 설문문항이

‘나는 보상기준 /보상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이며, 이를 통

해 보건대 절차공정성의 핵심은 의견제시이다. 조직공정성 요인 중에 절

차공정성의 평균이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면, 일반적으로 이직의

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은 공공조직 특성 상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직무행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조직 내 시선이나 위계

질서가 강한 공공조직의 조직문화로 인해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경향

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러한 조직문화에 순응하였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절차공정성과 달리 상호작용공정성은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을 고려하면 위계질서가 강

한 조직문화임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조직문화 및 공정

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모호성이 공무원의 이직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역할

모호성은 재량(discretion)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 재량이 개인에게 긴장을 유발하여 직무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역할모호성이 이직의도와 같은 직무행태에 영향을 미

치는 이유는 바로 책임성(accountability)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의 재량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책임성으로부터 우리나

라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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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으로 인해 공무원의 무사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직무행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있어 매뉴얼 등과 같은 일정수준 이상의 공식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공공봉사동기(PSM)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에 관하여 선행연구들이 엇갈리는 경향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 우리나

라 공무원의 경우 공공봉사동기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는 Perry & Wise (1990)

가 전제하였던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공공조직에 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봉사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독립변수로 활

용되었던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부분적으로나

마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개

인적인 이익까지도 희생하겠다는 의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가 낮다는 것은 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

을 선발할 수 있는 선발제도가 갖추어져함을 입증한다. 전대성ㆍ이수영

(2015)에서 공공봉사동기가 동태적 특성(dynamic state)이 아닌 고정적

특성(static trait)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선발과 모집 기능에 단순

히 능력이라는 가치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공공성(publicness)과 같은 가치

역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용이 일정수준 들더라도

집단면접 및 토론 등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파악한 뒤,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

구된다.

또한,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공공봉사동기(PSM)은 조직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고 볼 여

지도 있다. 즉, 공공봉사동기를 기를 수 있는 조직 내 여건을 조성해야함

을 의미한다.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는 개인이 속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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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필요한 역할이나 조직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 능력, 기대

될만한 행동, 사회적 지식 등을 인식하는 과정이다(Chao et al., 1994). 조

직사회화의 요소로 크게 1) 성과숙련도(performance proficiency), 2) 대

인관계(people), 3)정치(politics), 4) 언어(language), 5) 조직의 목표 및

가치(Organizational goals and values), 6) 역사(history)라는 6가지 개념

으로 구분할 수 있다. Chao et al. (1994)는 조직사회화의 6가지 요소와

본 연구의 이직의도와 관련성 있는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정체성

인식(identity resolution), 적응(adaptability)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는

데, 연구 결과 조직사회화의 요인 중 조직의 목표 및 가치가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공공

조직의 목표 및 가치가 공공성(publicness)임을 고려한다면, 조직사회화

를 통해 공공봉사동기를 키워야 할 중요성을 지닌다. 이를 위해 추상적

인 개념이지만 공공성을 습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훈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집행하거나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공공성이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

스 요인 중 상호작용공정성과 역할모호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봉사동기가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첫째, 상

호작용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봉사동기가 조절한다는

점에서 이타주의 중심의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공무원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이타주의를 보여준다면 조직에 애정을 느끼고 이직을 감소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공무원제의 경우, 현재 계급제를 중

심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인데, 전반적으로 조직 내 엄격

하고 획일화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엄격한 문화보다는 조직 내 상사들

이 서번트적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민주적인 문화로의 공공조직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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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역할모호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봉사동기가 조절하

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공공조직 내 역할

모호성이 자신에게 당연한 것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이 모호한 부분

을 구체적인 정책들에 비추어 구체화를 시킴으로써 공공조직 내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 이직의도가 낮아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결론 모두 공통적으로 공공봉사동기가 높아 공무원 개인이 공공조

직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할 경우, 이직의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즉, 개인과 조직 간의 적합(person-organization fit: P-O fit)이 이직

의도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Bowen, Ledford, & Nathan (1991)의 연구 결과를 일정부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Bowen et al. (1991)에 따르면, 선발에 있어 공무원이라는 직업

보다는 공공조직에 적합하여 속하게 된다는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들이 공무원을 지망하는 것은 공무원 자체라기

보다는 공공조직에 속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공공조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앞서 살펴보았듯, 본 연구가 갖는 의의가 존재하기는 하나, 일부 한계

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 번째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에 소속된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즉, 특정직공무원 및 기초자치단체에 소

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

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3급에서 9급까지 만의 직급을 고려하였기에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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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급인 최상위직급의 이직의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

다. 이러한 표본의 특성으로 인해 분석결과를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행

정조직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적구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표본을 대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분석 자료가 2013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라는 한계이다. 즉,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현

재 2017년의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시간적인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설문을 활용함에 있어 특히 조직공정성과 관

련한 설문문항이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형의 정교함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요

인으로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포함시켜 살펴보았는데, ‘긴

장’이라는 변수를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이직의도 간의 매

개변수로 반영하여 모형을 구축한다면 보다 정교한 모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 다양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단일 시점에서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

기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공봉사동기(PSM) 변수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주의적 문화

를 가지고 있을 때 사회적 소망성 편의(social desirability bias)에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Kim & Kim, 2015), 조직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정교하지 못할 수 있

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자료수집 단계에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고 1:1 면접조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공공봉사동기를 측정한 다른 논문들에 비해 사회적 소망성 편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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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Stress Factors on Turnover

Inten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Yeo Won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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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t only how to select and recruit public officials, but also how to

manage public officials who currently engaged in public sectors

internally is important i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This study

aims to find out public officials’ work behavior in Korea by focusing

on turnover intention, and make some suggestions on turnover

management in Korea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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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how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stress

factors which cause strain personally affect public official’s turnover

intention based on criminological theory, which is “General Strain

Theory(GST)” by Robert Agnew. Furthermore, this study verifies

whether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has a moderating role o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theory, Perry and

Wise(1990) argued, is an unique theory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re is a main hypothesis that the greater an individual’s PSM, the

more likely the individual will seek membership in a public

organization(Perry & Wise, 1990). Therefore, Public Service

Motivation has the potential moderating effect on public officials’

turnover intention. Especially, as PSM has the characteristic of

autonomy orientation, it can be a factor coping with strain.

This study utilizes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s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data in 2013. 1,875 subjects are selected

and analyzed expect for missing values and inadequate response.

In the study, independent variables are organizational

justice(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teractional justice) and

job stress factors(role conflict, role ambiguity, work overload, job

autonomy). Public Service Motivation is moderating variable, and

turnover intention is dependent variable. Based on these variables, the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affect public official’s turnover

intention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the

study finds that among the organizational fairness, distribution

fairness, interaction fairness and among the job stress factor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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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role ambiguity, overwork and job autonomy affect turnover

intention respectively.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relation

to turnover intentions is partially proved in terms of interactional

justice and role ambiguity. Specifically, public officials with high

public service motivation have less turnover intention than public

officials with low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the impact of interactional justice and

role ambiguity is weakened.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stress factors affect turnover

intention, the study confirms that strain is an important factor i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stitutional

devices to relieve job stress of public officials and to improve

organizational justice in public sector.

Second, as organizational justice affects turnover intention, the

study find a meaning that not only intrinsic rewards but also

extrinsic rewards are important for Korean public officials.

Third, the fact that role ambiguity among job stress factors affects

turnover intention of public officials requires formalization to solve

the responsibility and easy-going issues, such as specific work

manual.

Fourth, the study finds out that the higher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 lower the turnover intention in case of Korean public

officials. Also, in selecting and recruiting public officials, it is

necessary to set a system which select a person who has high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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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motivation,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a public

official can improve public service motivation through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Keywords : turnover intention, organizational justice, job stress,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Student Number : 2016-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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