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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통적으로는 인간 노동에 대한 임금을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 

인간을 투자의 대상인 자본으로 인식하여 ‘인적 자원(human 

resource)’ 또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

가적 차원에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각자 자기 역할에 

맞는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여 국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영역 적합성(person-sector fit)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고용 영역에 들어가면 좋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이 연구되어 온 것이 공직선택동기(Public Sector 

Motivation)이다. 공직선택동기란 공공 영역을 선택하는 동기이다. 공직선

택동기로서 가장 주목받으면서 연구되어온 것으로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가 있다. 그러나 공공봉사동기 개념은 미국에서부터 

발전한 것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연구를 통해 밝혀낼 필

요가 있다. 한국적 맥락에서 공직선택동기로서 학자들에 의해 추론되고 

있는 것은 출세 동기나 권력 동기, 직업안정성 동기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어떤 직업선택동기가 공공 영역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한국적 맥락의 공직선택동기를 탐색해

보았다. ASA(Attraction-Selection-Attrition) 모델에 입각하여 공공 영역에 

매력을 느끼고 준비하는 시점, 그리고 실제로 공공 영역에 입직하는 시

점, 입직 이후 매력을 느끼게 된 원인 동기가 만족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특정 직업선택동기가 공공 영역에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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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그리고 이후 지속적 노력을 하여 입직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입직 이후 해당 동기가 기대했던 대로 공공 영역에서 충

족되었는지를 본다는 것이다.

공직 ‘선택’동기를 살펴볼 때 ‘선택’의 시점을 두 가지로 나누었

다.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자신이 어떤 영역을 가고 싶은지 선택하

는 ‘선호’의 측면과, 취업을 실제로 하여 고용된 영역을 의미하는 

‘입직’의 측면을 보기로 한다. 취업 준비 할 때(t-1연도)에 ‘선호’하

는 영역과 실제로 취업이 된 해(t연도)에 ‘입직’한 영역을 2X2 표를 

통하여 4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로, 각 직업선택동기가 4개의 집단에 속하는 것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는지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호와 입직이 

모두 상반되는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과 4집단(민간 선호-민간 입

직)을 비교한 결과에서 공공봉사동기가 높았을 때 1집단에 속할 확률, 

즉 공공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 걸 확인하였다. 이로써 한국에서도 공

공봉사동기가 공직선택동기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권

력 동기 또한 유의미하게 영역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외재적 권력동기

로 보았던 타인에 대한 영향력 동기와 내재적 권력 동기 중 하나인 성취 

동기가 공공 영역을 선택할 확률을 높였다. 그러나 내재적 권력동기중 

하나인 지적 추구 동기는 민간 영역을 선택할 확률을 높였다. 또한 경제

적 보상 동기가 높을수록 민간 영역을, 신체활동 기피 동기가 클수록 공

공 영역을,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공공 영역을, 아빠 학력이 높을수록 공

공 영역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직업 안정성 동기는 유의미

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로 입직 이후 각 동기에 대한 만족도가 4개의 집단 간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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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나는지 분산 분석과 Tukey 분석을 하였다. 선호에 차이가 나

는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고 입직 영역이 다른 경우에

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동기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조직 영역이 해당 동기 요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높아질 수 

있음을 유추해보았다. 앞서 첫 번째 분석에서 영역 선택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던 공공봉사동기 만족도와 권력동기 만족도에서 영역 간 차이

가 나타났다.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만족도와 권력동기 만족도 모두 공공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직업안정성과 조직근로환경 등 직업안

정성과 심신의 안녕에 대한 만족도도 공공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를 통하여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에 비하여 조직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동기 요인은 공공봉사동기와, 권력 동기,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

녕 동기임을 알 수 있었다.

위 분석을 통하여 한국적 맥락의 공직선택동기로 주목받을 수 있는 항

목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공공봉사동기의 적실

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불어 권력동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공공 영역에서는 국가직무능력검사, 인성 검사 등을 통하여 공공 

영역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조직의 입장뿐만 아

니라 청년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적성과 맞는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 전체적 관점의 인적 자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청년들의 적성을 찾아주고 이끌어주는 데에 본 탐색적 연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추후 보다 정밀한 연구 설계를 통하여 보

완한다면 한국적 맥락에서 공직선택동기를 제대로 알게 될 수 있을 것이



- iv -

다. 이를 통하여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선택을 시점에 따라 선호와 입직으로 

나누어 본 것을 보다 정교화하여 개념 정립을 하는 연구, 두 번째로, 보

다 긴 시점을 선택하여 공공 영역에서 권력 동기, 출세 동기가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ASA 모델과 조직 내 사회화까지 보는 연구, 세 번째로, 

개인-영역 적합성(person-sector fit)을 넘어서 개인-직무 적합성

(person-job fit)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person-centered) 분석 연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직선택동기, 개인-영역 적합성, 직업선택동기,

  공공봉사동기, 권력동기, 만족도

학  번 : 2016-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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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인사행정은 공공조직 내의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인 공무원을 획득하고 관리하

는 활동이다. 즉, 인사행정은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

공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

적인 방법과 기술에 관한 것이다(유민봉&임도빈, 2016). 전통적으로 인간

을 타율적이고 제한된 능력의 소유자로 보아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식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성원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지면서 인간을 투자의 대상인 자본으로 인식하여 

‘인적 자원(human resource)’ 또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에는 좋은 인적 자원을 끌어들여

(attraction), 선발하고(selection), 조직의 일을 잘 하도록 만들어내는

(motivating) 것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 7,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247.5대 1을 기록

했다. 특히 9급 행정직의 경우에는 494.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1). 국가 

공무원의 경쟁률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은 정

부 입장에서 공공 영역의 능력이 높아진다고 반기기만 할 일은 아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

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발되는 공공 영역에 고용되는 

1) 홍수민. (2017.08.24.). “300명 뽑는데 9만명 몰린 9급 공무원 시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87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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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한정되어 있다. 약 300대 1의 경쟁률이라고 가정할 때 1년에 299×

선발인원의 수만큼 시험에 청춘 1년을 버리는 청년들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공공영역 입직을 준비하는 ‘고시생’과 ‘공시생(공무원을 준비

하는 학생들)’들은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공공 영역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주거지인 신림동과 노량진 일대에는 일명 ‘원룸촌’이라 불리

며 원룸, 고시원 형태의 주거 공간이 주로 형성되어 있다. 해당 주거지

들은 주거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법 제5조에 따

르면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 기준은 14㎡인데 고시원의 경우 미달하

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공 영역 입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오랜 시험 

준비가 인생의 낭비로 기억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으로 보면 인재의 낭

비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조직 내 인사 행정은 좋은 공무원을 선발하여 

잘 교육 훈련하여 공익을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국가의 입장에서 인사라는 것,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한다는 것

은 국민들이 각자 자기 역할에 맞는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여 국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다 공공 영역

에 입직하는 시험만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관리

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공공영역 입직을 원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들이 어떤 고용 영역에 들어가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Knoke와 

Wright-Isak(1982)도 사람들이 특정 조직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기질(predisposition)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어떤 기질을 가지

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고용 영역(sector)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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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분야에서 공공 영역을 선택하는 동기로 특히 주목받으며 연구

되고 있는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가 있다. 공공봉

사동기란 “공공 조직이나 공공 부문 제도에 독특하게 존재하는 개인적

인 기질(predisposition)”으로 정의된다(Perry&Wise, 1990). Perry & 

Wise(1990)가 제시한 초기 개념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가치를 강조

하기도 했지만, 이후 Rainey & Steinbauer(1999)나 Vandenabeele과 동료

들(2006)에 의한 정의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공에 봉사하고 싶은 이타적 

동기로 정의되고 있다. 

공공봉사동기라는 개인의 특성과 기질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환

경 및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민간 영역에 비하여 공공 영역

을 더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였

다. Rainey는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민간 부문 종사자들에 비하여 경제

적 보상에 의하여 크게 유인되지 않는데, 이것이 공공봉사동기(PSM)가 

높다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증 연구에서는 다

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 많다. Wright와 Christensen(2011)의 연구에서도 

공공봉사동기(PSM)가 높을수록 공공 부문에서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가

설은 증명되지 않았으며 Jacobsen(2011)의 연구에서도 고용 영역 선호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공공봉사동기보다는 높은 연봉이라는 결과가 나타났

다. Yujin Choi와 그의 동료들(2017)의 최근 연구에서도 공공봉사동기가 

공공 영역 선택을 예측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에서도 

고길곤, 박치성(2010)은 공직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의 공공서비스 정신이 

민간회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편이긴 하지만, 공공서비스 

정신이 공직을 선택하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봉사동기가 공공영역을 선택하는 데에 민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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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여 큰 영향이 있다는 가설을 선행 연구 결과들이 크게 지지하

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봉사동기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공공 영역을 선택하는 동기에 대한 관심이 행정학에

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공영역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이 무엇일지 탐색부터 시작해보려고 한다. 특히,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

는 것이 중요하다. 공직 선택 이유가 미국 중심으로 발달되어 공공봉사

동기라는 개념으로 성립되었으나,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사회적 제도 

및 환경의 차이로 한국의 공직선택이유, 공직선택동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유민봉, 임도빈(2016)은 이 경우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공공 부문 입직 전에는 소위 ‘출세’가 지배적인 공직 선택 동기이고, 

입직 후에는 ‘권력의 행사’, ‘직업안정성’ 등이 공직 선택(유지

-stay) 동기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또한 탐색 범위에 넣어서 한국의 맥락

에서 공직선택 동기를 재탐색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선발(Attraction-Selection) 과정 이후 각 고용 영역이 실제

로 만족시키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실제로 고

용영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요인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즉, 공

공 영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요인을 중시하는 사람이 공공 영역에 

가야한다는 규범적인 공직선택동기가 될 수 있다. Buchanan(1974)의 연

구 등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공공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을 때 만족감을 덜 느끼고 덜 헌신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

다. Light(2002)의 연구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

치 있는 것을 성취하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불만족하고 있었다고 밝히기

도 했다. 이를 보면 자신의 가치에 따라 고용 영역을 선택한 이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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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영역에서의 일이 기대만큼 자신의 동기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만

족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규범적인 공직 만족 요인을 밝히는 것

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고

용영역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직업 선택 동기로부터 파생되어 오는 개인의 

고용 영역 선택, 그리고 선택 이후의 만족도, 이직 의도 등을 살펴봄으

로써 인사 행정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전술했듯 국가의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보면 공공 조직의 인사뿐만 아니라 민간 조직의 인사도 적

절한 인재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 

전체적인 인적 자원 관리에 의의를 가지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직업선택동기  

동기(Motivation)란 개인이 원하거나 열망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모티브(motive)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었다. 일반적으로 동기는 

사람의 행동을 촉발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시키는 내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박천오 & 박시진, 2015; 오석홍, 2009:98). 직업선택동기(Job 

Choice Motivation)는 개인의 직업선택 결정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 즉 내재적, 외재적 보상 및 유인체계, 힘, 혹은 전제조

건 등을 의미한다(Ritz & Waldner, 2011;김민영, 박성민,&문상호,2012). 

직업선택동기는 실제로 조직에 고용되기 이전에 형성되는 동기로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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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현되는 직무 동기(Work Motivation)와는 시

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김선아 외 3인, 2013). 

Holland(1977)는 개인들은 자신의 동기, 직업에 대한 지식, 자신에 대한 

이해, 능력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직업을 선택한다고 말한 바 있

다(윤운성 외 2인, 2011). 이를 근거로 직업선택을 성격의 표현이라고 말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설의 전제는 성격에 따라 적합한 직업이 있다는 

것이다. 직업의 영역을 크게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나누어 어떤 동기를 

가졌을 때, 어떤 영역을 선택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제 2 절 직업선택동기와 고용 영역 선택  

1. 고용 영역

ASA(Attraction-Selection-Attrition) 이론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문화적 가치(Judge & Cable, 1997)나 구조적 특성(Bretz, Ash & Dreher, 

1989; Turban & Koen, 1993)에 대해 적합성을 느낄 수 있는 조직에 끌

리게 되고 조직은 마찬가지로 그 조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성지영, 박원우, & 윤석화, 2008; Cable & Judge, 

1997; Kristof-Brown, 2000). 그리고 이후 조직구성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격, 가치관, 관심사항 및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유사해지며, 이러

한 조직 환경에 유사성을 느끼고 적합해진 개인은 조직에 남고 적합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조직을 떠나게 된다고 말한다(성지영, 박원우 & 윤

석화, 2008; O’Reilly, Charman & Caldwell, 1991). 다양한 연구에서 고

용 영역, 즉 공공부문이냐 민간부문이냐 하는 것은 조직 가치의 대리변

수로 사용되었다(Wright & Christensen, 2010). 따라서 ASA 이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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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각 조직에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적합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확실히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은 다르다. 공공과 민간 근로자들도 다

르다(Houston, 2000; Wright & Christensen, 2010). 기능적으로 같은 일을 

한다고 하여도 공공 조직과 민간 조직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

다. 조직의 생존 근거를 토대로 전영한(2017)은 조직을 시장 통치권

(Market sovereignty) 정도와 민중 통치권(People sovereignty) 정도에 따

라 4가지로 분류하였다. 시장 통치권(market sovereignty)이 세다는 것은 

조직의 생존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이다. 해당 조

직의 재화 및 서비스가 시장에서 선택되어 팔려나가는 것이 조직에게 중

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민중 통치권(people sovereignty)이 크다는 것은 

국민들이 조직의 존재 목적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는 것이다. 조직의 존폐는 국민들의 인식 및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

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아닌 조직은 없어진다. 이처럼 각 조직의 생존이 다른 

주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큼 각 유형 별로 목표 및 주요 가치 등이 다

르다. 각 조직은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도록 고용인들을 선발하고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조직이 선발하는 근로자들이 다를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업에서 원하

는 동기가 충족될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이에 따라 직무 만족도와 이직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활용가능성(availability)을 이유로 조직을 민중 

통치권(People sovereignty)이 높은 공공 영역, 시장 통치권(Market 

sovereignty)이 높은 민간 영역으로 개괄적으로 나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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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봉사동기와 고용 영역 선택

1) 직업선택동기와 공공봉사동기

공공 조직에 입직하려는 동기, 공직선택동기를 논할 때에 공공봉사동

기를 뺄 수 없다. 공공봉사동기의 시작 자체가 공공의 일을 하고 싶은 

인간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공공 분야, 정부 관

련 분야 행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의 행태 모형의 설명력이 떨

어지고 자기 희생이나, 공공 이익의 깨달음,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도덕적 

행동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Perry and Wise 1990; Frederickson 1997),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공봉사동기(PSM)의 개념이 발전된 것이다

(Vandenabeele, 2007). Perry & Wise(1990)는 “공공 기관에 대해서만 독

특하게 매우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동기에 반응하는 개인적 기질(an 

individual predisposition to respond to motives grounded primarily or 

uniquely in public institutions)”이라 정의한다. 여기에서 동기라는 용어

는 개인이 제거하려는 충동을 느끼는 심리적 결핍 혹은 욕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김상묵, 201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행하거나 사회의 

안녕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공영역에서의 행동을 보임(Perry & 

Hondelghem, 2008)”으로써 심리적 결핍을 없애거나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Perry & Wise(1990)가 제시한 초기 개념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후 Rainey & Steinbauer(1999)나 

Vandenabeele과 동료들(2006)에 의한 정의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공에 봉

사하고 싶은 이타적 동기로 정의되고 있다. Brewer & Selden(1998) 은 

“개인이 공공봉사를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하게 하려는 동기부여적 영

향력”이라고 정의한다. Rainey & Steinbauer(1999)의 경우에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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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국가, 국민,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

기”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후 Vandenabeele, Scheepers, & 

Hondeghem(2006)은 “사익과 조직적 이익을 넘어서 더 큰 정치적 독립

체의 이익에 관심을 두고 필요시에 개인들이 행동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믿음, 가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전달(delivery), 

공공 봉사, 공익을 위해 일하려는 동기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봉사동기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본다(전

대성&이수영, 2015). 

본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를 ‘공직선택동기’와 다른 개념으로 

인식한다. 공직선택동기는 직업선택동기의 종류로서 공공 조직을 선택하

는 동기로서 이해한다. 여기서 공공봉사동기가 공직선택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학에서는 공공봉사동기가 공직선택동기로 작용하는

지를 연구해왔다. 따라서 직업선택동기에 따른 고용영역선택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공공봉사동기는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선행 

연구에 따라 공공봉사동기의 개념과 공직선택동기로서 공공봉사동기가 

연구된 결과를 우선 살펴봄으로써 한국적 맥락의 공직선택동기 탐색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2) 공공봉사동기의 정의

공공봉사동기에 대하여 Perry는 3가지 이론적 차원을 제시한다. 첫 번

째는 합리적 동기(Rational motives)로, 자신의 효용이 공공 부문에 참여

함으로써 극대화되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봉사하고 싶은 동기가 생긴

다는 것이다. 롤즈(Rawls)가 사회적 의무의 숙련되고 헌신적인 수행을 통

해 자신을 더 크게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한 바와 같이 사회 전반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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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 형성 과정이나 배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즐거

움, 즉 효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부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거나 대표관료제적 정부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데에도 이런 동

기가 작용할 수 있다(유민봉&임도빈, 2016). 

두 번째 공공봉사동기의 차원은 규범적 동기(Norm-based motives)이

다. 규범적 동기는 공공선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의

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공익의 본질적인 차원으로 이타

적인 것을 의미하며 소수가 아닌 전체의 이익에 대한 봉사를 해야 한다

는 의무감, 정부란 국민전체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의무감, 사회에서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정책이 실행되

어 형평성이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무감 등이 규범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유민봉&임도빈, 2016). 공공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사

회적 형평으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소수집단(minorities)의 후

생을 제고하려는 행동들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규범적 동기에서 가장 기

반이 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차원의 이론적 기반은 정서적인 동기(Affective motives)이다. 

Fredrickson과 Hart는 공무원 동기의 핵심이 박애적 애국심(patriotism of 

benevolence)으로서, 모든 사람에 대한 광범위한 애정으로 체제 가치

(regime values)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결합한 개념을 중시

한 바 있다(Wise&Perry, 1990). 이성에 의한 계산이나 의무감보다는 감정

적으로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규범적 동

기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Perry(1996)는 공공봉사동기의 측정을 위하여 4가지 하위 차원의 40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4가지의 하위 차원은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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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ion to policy making), 공익에 대한 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동정심(compassion), 자기희생(self-sacrifice)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후 Kim & Vandenabeele(2010)은 수단적 동기(Instrumental motives), 

가치 기반적 동기(Value-based motives), 동일시 동기(identification 

motives)와 자기희생(self-sacrifice)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수단적 동

기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 정책을 만들면서 개인 효용을 높이

기 때문에 공공 정책을 재정의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공익에 비추어봤

을 때 규범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동기로 설명하

였다. Kim & Vandenabeele은 정서적 동기를 동일시 동기(identification 

motives)와 자기희생(self-sacrifice) 개념으로 분리시키면서 보다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했다. 동일시 동기는 정서적 연대로, 타인을 위해 봉

사하려는 동기의 감정 기반이며, 자기희생은 공공봉사동기가 실현되는 

토대로써, 앞서 그들이 제시한 수단적, 가치 기반적, 동일시 동기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공공봉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희생하거나 

보다 적은 금전적 보상도 감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

국 자기희생은 공공봉사동기 실현을 위한 기초라고 말하고 있다.

3) 공공봉사동기와 고용 영역 선택

실제로 공공봉사동기가 공공 영역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Wright와 Christensen(2011)

의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PSM)가 높을수록 공공 부문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가설은 증명되지 않았다. Jacobsen(2011)은 physiotherapist들

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봉사동기(PSM)의 호감-선발-이직(Attraction- 

Selection–Attrition, ASA) 단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9년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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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사람들의 PSM을 측정하고 2년 후인 2011년에 또 다시 공공봉사동

기(PSM)를 측정하여 호감-선발(Attraction-Selection)에 관한 연구를 하였

고, 2009년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2011년 고용 영역(sector)을 바꾼 

경우(job changers)와 바꾸지 않은 경우(job keepers)를 비교하여 이직

(attrition)을 살펴보았다. 그는 공익(public interest) 차원, 자기 희생

(self-sacrifice) 차원, 동정(compassion) 차원, 공공 정책 형성에 대한 매

력도(attraction to public policy making) 차원으로 나누어 공공봉사동기

(PSM)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영역 선호에 영향을 주는 것은 PSM이라

기보다는 높은 연봉이었다. 그리고 실제 고용 영역을 선택하는 것에 영

향을 주는 것은 PSM이나 직업 안정성, 연봉보다는 영역 선호(sector 

preference)였다.  

고용 영역과 관련하여 개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을 볼 

때, 공공봉사동기(PSM)과 같은 내적 동기(intrinsic reward)가 공공 부문 

고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과 함께 경제적 보상(financial rewards)이 민간 

부문 고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학자들의 주요 가설이다

(Christensen&Wright, 2011). 다양한 실증 연구들이 경제적 보상과 민간 

부문 고용과의 긍정적 관계를 증명(Cacioppe&Mock 1984; Houston, 2000; 

Khojasteh, 1993; Kilpatrick et al., 1964; Newstrom et al. 1976; Rainey, 

1982; Rawls et al., 1975, Christensen&Wright, 2011에서 재인용)한 반면 

다른 연구들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선호가 영역 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다(Crewson 1997; Gabris&Simo, 1995; Lyons, Duxbury, 

Higgins, 2006; Maidani 1991; Schuster 1974; Christensen&Wright, 2011에

서 재인용). 이후 연구에서도 소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정부에

서 일을 하는지, 정부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 13 -

연구 결과(Lewis&Frank 2002; Tschirhart et al., 2008; 

Wright&Christensen,2010; Christensen&Wright, 2011에서 재인용)가 나왔

다. Christensen과 Wright(2011)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직업 선택에서 경

제적 보상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공봉사동기

(PSM)가 높은 사람에게도 경제적 보상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공공봉사동기 연구에서 경제적 보상이 때로는 고용 

영역 가치의 대리 변수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경제적 보상은 개인-일 

적합성(person-job fit) 관점에서 일을 통해 얻고 싶은 개인의 필요 조건, 

만족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Christensen&Wright, 2011). 

이처럼 공직 선택 동기로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공공 봉사 동기에 대

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가 혼재한다. 게다가 공공봉사동기 개념이 미국에

서 형성된 것으로, 미국의 공무원제도와 한국의 공무원 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의 공직선택동기가 무엇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공직 선택 동기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공직선택 동기를 재탐색할 것이다.

3. 한국적 맥락의 공직 선택 동기

한국에서는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인사 행정이 이루

어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2조에서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

로 나누면서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실적주

의)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

무원(직업공무원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들 두 원칙이 한국 공무원

제도의 기본원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유민봉&임도빈, 2016). 공무원

에게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정치인



- 14 -

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에게 온전히 봉사하도록 하고 공공 서비스를 

일관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외부의 경쟁

압력이 없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의 부정적인 행

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초기 선

발 과정에서 공공 부문에 적합한 인력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시정부 공무원들이 시정부에 고용될 때와 이직하지 않고 계속 근

무하게 되는 이유로 ‘공직이 도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과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공공성

(publicness)이 많이 꼽혔다(Jurkiewicz, C.L. & Massey, T.K., 2000; 유민

봉&임도빈, 2016에서 재인용). 반면 한국의 경우는 도전적이고 공익실현

의 의지가 높은 사람보다는 소위 ‘철밥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공직

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유민봉&임도빈, 2016). 실제로 

최근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며, 양질의 직

업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하며 평균 수명은 늘어가면서, 직업 

안정성이 한국의 직업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각 나라의 환경, 문화 등에 의하여 고용영역 간 직업선택동기

가 달라질 수 있다. 이명진(2010)은 공직선택동기가 초국가적으로 적용가

능한 일반적(universal) 동기가 아니라 국가적 맥락 안에서 달라지기 때

문에 미국의 문화에서 발생한 공직의 직업선택동기로서의 공공봉사동기

는 한국의 공무원 직업 선택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Kim et al.(2012)에서도 공공봉사동기는 나라와 문화 별 맥락 안에

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도 고용 영역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 요인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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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 유민봉&임도빈(2016)에 따르면 조선에서 훌륭한 관료가 가

져야 할 덕목으로 강조하던 청백리 정신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

라도 자신의 위신과 지조를 지킴으로써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자기

실현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보상보다도 규범적으로 국

가를 위해, 공공을 위해 일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이 자신의 기쁨, 즉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제강

점기에 일제에 맞서 싸웠던 독립투사의 경우 애국심이나 타인에 대한 영

향력이 행태를 유발하는 동기요인으로 많이 작용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이명진(2010)은 공직 선택 동기로서 권력 동기를 주장한 바 있다. 

Mcklleland의 권력 동기 이론에 따라 자신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의미하

는 내재적 권력 동기와 타인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의미하는 외재적 권

력 동기를 분류하여 이와 같은 권력 동기 요인들이 공공봉사동기(PSM)보

다 공직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부터 발전된 개념인 공공봉사동기(PSM)가 공직선택동

기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적 맥

락에서 공직을 선택하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재탐색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는 공직 선택 동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민

간 영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탐색해보기로 한다. 

이 때, 공직을 선택한다는 것, 고용 영역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다. 첫 번째로 해당 영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해당 영역에 실제 ‘입직’하는 측면을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선호’는 고용되기를 준비할 때, 즉 취업 준비를 하는 

시기에 어떤 고용 영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의미한다. ‘입직’은 

실제로 어떤 영역에 고용된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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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시기가 다르다. ‘선호’는 취업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입직’은 취업 시에 알 수 있다. 두 측면 모두 개인

의 선택의 문제이다. 자신이 민간 영역에 취업할지, 공공 영역에 취업할

지를 고민하여 ‘선호’를 ‘선택’하고 해당 영역에 취업하는 것에 보

다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취업 준비를 집중해서 하여도 공공 영

역과 민간 영역 모두에 원서를 넣을 수 있는데, 이 때 조직에서 개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을 때, 그곳을 가냐 안 가냐, 즉 ‘입직’

하냐 안하냐도 개인의 ‘선택’인 것이다. 공직‘선택’동기가 연구될 

때 선호를 보기도 하고, 실제 입직을 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따로 보기로 한다. 특히 시점 간 차이를 두고 어떤 직업선택동

기에 의하여 ‘선호’와 ‘입직’ 각각이 영향을 받는지 보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떤 직업 선택 동기가 영역 선호/입직에 영향을 미치는

가? (공직 선택 동기의 재탐색, 민간 영역 선택 동기 탐색)

제 3 절 고용 영역과 만족도  

1.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

직무만족은 스스로의 직무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조직구성원의 

정서 상태로서, 조직몰입도와 조직효과성을 제고시키는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다(박천오 & 박시진, 2015; Jayaratne, 1993: 115; Locke, 1976). 직

무만족도는 주관적 감정 상태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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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섭(2003) 내용 재구성

변한섭(2003)은 위 정의를 종합하여 “직무만족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임금, 승진기회, 근무조건 등 근무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

족하는가 하는 감정적 느낌” 이라고 정의한다. 

2. 고용 영역과 동기 요인 별 만족도

동기부여는 행동을 전제로 한 의욕상태를 말하는데, 개인이 고용 영역

에 따라 어떤 동기 요인에 만족하여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지 의욕이 나

타남을 만족도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직업선택동기에 따라 고용 영역이 달라진다

는 가설은, 각 고용 영역이 만족시켜줄 수 있는 동기요인이 다르다고 기

학자 직무만족 정의
McCormIck & Ilgen(1980) 구성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가지는 감정적 태도

Newstorm & Davis(1993)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작업 역할에 대한 개인의 정

서적 성향

Bentley& Rempe(1970)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한 직무 경험 및 수행한 일

에 대한 직무평가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이고 감

정적인 태도 혹은 직업적 관심

Tiffin(1965)

직무에서 체험된 또는 직무로부터 유래하는 욕구 

충족의 정도로서, 이는 각 개인의 가치 체계에 따

라 상이한 형태를 나타냄

Beaty(1977)
직무 가치를 달성하고 촉진하는 데에 따른 직무의 

평가로부터 도출되는 유쾌한 감정적 상태

Price(1972)

사회체제 구성원들이 체제 내 조직 참여자로서의 

긍정적 지향, 긍정적 감정지향을 지닌 구성원은 

만족을 느끼고 반대로 부정적 감정 지향을 가진 

구성원은 불만을 느낌

Osborn(1980)
직무과업, 작업조건, 동료관계 등 여러 측면에 대

한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의 정도 

[표 2-1] 직무만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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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 보상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의 

경우 민간 부문을 더 선호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대표적 가설이 있

다고 해보자. 이 상관이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민간 부문에서 경제적 

보상이 높아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의욕이 행동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는 리더십 스타일, 조직풍토, 기술

수준 등 많은 상황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나(유민봉&임도빈, 

2016) 이러한 상황적 요인을 다 포함하여 연구를 한다면 연구의 구체성

은 높을지 모르나 간명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크게 고용 영역을 중심

으로 비교 분석한다. 향후 구체적인 상황, 조직문화나 리더십 등의 상황

에서 각 동기 별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

다. 

공공 조직과 민간 조직은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따라서 각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 조직원들에게 원하는 직무, 마음가짐이 다

를 것이며 이에 따라 조직 분위기, 문화 등 특성이 달라질 것이다. 전반

적인 직무만족도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높지만 구체적인 

직무만족도(예: 직무의 자율성과 도전성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간부문

의 직무만족도가 더 높다는 주장이 있다(정광호 & 김태일, 2013). 예를 

들면 승진전망, 업무의 자율성, 보수수준에서는 공공 부문 관리자의 직

무만족도가 민간 부문 관리자들보다 낮다고 예상할 수 있다(Rainey, 

1983; 정광호 & 김태일, 2010에서 재인용).

이처럼 각 조직은 조직원을 만족하게 하는 동기 항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분석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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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와 김태일(2003)의 연구에서는 취업안정성 만족도가 공공 조직 종사

자들이 민간 기업 종사자들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나며 2001년에는 공공

부문의 보수만족도도 민간 부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분석한 변한섭(2003)의 연구에서는 고용 영역 별로 항목 만족도 비교를 

통하여 임금, 취업안정성,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에 비하여 높고 근무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민간 부문이 공공 부문

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데에 변한섭(2003)은 분석 방법의 차이

와 데이터의 한계를 원인으로 지적하며, 향후 고용 영역에 따른 직무 만

족도 차이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좀 더 타당성 높은 

자료를 근거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고용 영역은 조직원의 어떤 동기를 만족시키는지를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 요인 각각이 고용 영역 별로 얼마나 

만족되고 있는지, 이로써 어떤 직업 선택 동기를 가진 사람이 어떤 고용 

영역에 갈 때 효과적일 수 있을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고용 영역에 따라 직업 선택 동기 별 만족도가 다르게 나

타나는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공공 영역, 민간 영역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진 개인과 적합성(fit)이 잘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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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영역 적합성(Person-Sector Fit)

개인의 특징에 맞추어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적합성(fit)의 개념이 주

목받고 있다. 실제 적합성(fit)의 개념이 활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공직

선택동기를 탐색하는 것, 그래서 공공봉사동기 개념이 개발된 것은 적합

성(fit) 개념을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개인-영역 

적합성(person-sector fit)에서는 개인의 기질이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구

분되어 각 영역에 어떤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자신과 잘 맞다고 기대하여

(attraction) 선택하고(selection), 입직 이후 각 고용 영역 문화에 적응하

거나 이탈하거나(attrition) 하는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공직선택동기를 탐색하는 데에 있어서, 고용 영역을 선택하

는 개인의 직업선택동기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선택 이후, 각 영역에서 

어떠한 요인에서 만족을 얻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 불일치이론은 수요

와 공급측면을 모두 고려한 이론으로, 개인이 기대하는 것(수요)과 실제

로 실현된 것(공급)과의 비교를 통해서 직무만족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유민봉&임도빈, 2016). 만약 이타심이 높은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할 것을 기대(수요)하고 공공 조직에 입직한 경우, 이후 조직에서 주어진 

일(공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여 만족도

가 낮아지고 이후, 낮은 성과, 이직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개인-영역 적합성(person-sector fit)을 보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을 모두 봐야한다는 것이다. 각 고용영역에 따라 어떤 동기요인 만

족을 원하는지(수요), 그리고 입직 이후 실제 각 고용 영역은 어떤 동기

요인 만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공급)를 살펴보아야 한다. 조직 가치와 

근로자의 가치 간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공봉사동기를 본 Christensen 

& Wright의 연구(2011)에서도 공공봉사동기로 인하여 조직원이 공공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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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조직이 조직원의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다(Leisink and Steijn 2008; Steijn 

2008; Taylor 2008)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영역 적합성(person-sector fit)을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볼 것이다. 첫 번째로 어떤 기대, 어떤 직업선택동기로 

인하여 공공 영역에, 민간 영역에 각각 입직하게 되는 지를 볼 것이다. 

두 번째로 각 영역에 입직한 사람들이 어떤 동기의 만족을 얻어가고 있

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 3 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개념적 준거틀 

본 논문은 개인의 직업 선택 동기 요인을 고용 영역 간 비교를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지원-선발-소모(Attraction-Selection-Attrition)의 모

델을 따라서 고용 영역 간 주요한 직업 선택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각 동기 요인 별 만족도는 기대했던 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고

용 영역 간 차이를 통하여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지원-선발(attraction-selection) 모델의 관점에서 ‘어떤 직

업 선택 동기가 영역 선호/입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것이다. 한국

행정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공무원의식과 행태에 관한 설

문조사에 따르면 공직 선택의 주된 이유로 ‘직업안정성(신분보장)’이 

꼽히고 있다(조성한, 1996; 이헌수, 1996; 황성원 & 함종석, 2001; 황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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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4; 박천오& 박시진, 2015). 또한 서울시 4개 구청 소속 공무원 등

을 대상으로 조사한 오성호(2014)의 연구에서도 ‘직업의 안정’(41.2%)

과 ‘연금제도’(16.5%)가 공직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

타났다(박천오 & 박시진, 2015). 그러나 이 두 연구 모두 이미 공무원이 

된 사람들에게 설문을 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 부문에 입직하기 이전에 

어떤 직업선택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공공 부문을 선호했고 결국 입직하

게 되었는지를 볼 순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데이터를 통하여 입

직 전 직업선택동기가 고용영역 선호와 실제 고용 영역 입직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청년 패널 설문에서 고용 영역 선호 및 입직에 영향을 주는 직업선택

동기로 측정되는 항목은 13가지 항목이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분석 대상들이 답한 동기 요인 항목 모두를 모델에 반영할 것이다. 공직

선택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

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어떤 고용 영역

(sector)을 선호하는 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와 실제 직업 영역(sector) 고

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봄으로써 공공 영역 선택 동기와 민간 영

역 선택 동기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동기 요인은 경제적 보상이다. 경제적 보상은 민간 영역을 선

택하는 이유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술했듯 실증 연구 결과는 혼재한다. 

다양한 실증 연구들이 경제적 보상과 민간 부문 고용과의 긍정적 관계를 

증명(Cacioppe&Mock 1984; Houston, 2000; Khojasteh, 1993; Kilpatrick et 

al., 1964; Newstrom et al. 1976; Rainey, 1982; Rawls et al., 1975, 

Christensen&Wright, 2011에서 재인용)한 반면 다른 연구들은 경제적 보

상에 대한 선호가 영역 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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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wson 1997; Gabris&Simo, 1995; Lyons, Duxbury, Higgins, 2006; 

Maidani 1991; Schuster 1974; Christensen&Wright, 201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보상이 공공과 민간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경제적 보상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두 번째는 이타심이다. Vandenabeele(2010)은 공공봉사동기가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도 다양한 차원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Perry가 제시한 

네 가지 차원의 공공봉사동기 설문에 이어 Kim, & Vandenabeele(2010) 

등이 측정 문항을 정교화하였다. 그러나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Wright & Christensen(2010)의 연구에서는 단일 문항 “남을 돕는 것에 

대한 흥미(Interest in helping others)”로 측정하기도 하였다. 앞서 공공

봉사동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남을 돕고 싶은, 공공에 봉사하고 싶은 이

타심으로 공공봉사동기가 보편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타’는 공공봉사동기의 대표적인 변수로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2. 이타심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는 애국심이다.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독립 운동가들

이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동기(motivation) 중 하나로 애국심을 

추정할 수 있다. 한 민족이라 교육받아 민족 자긍심이 투철하다고 보이

는 한국인에게는 애국심 또한 주요한 공공봉사동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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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공공봉사동기 중 규범적 차원에 애국심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에 애국심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학술적으로 공공봉사동기 개념

의 측면에서도 고용 영역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 요인 중 하

나로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1-3. 애국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 부문을 선택하는 이유로 주로 직업안정성을 많이 꼽는다. 실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환

경과 조직의 상호작용이 커지면서 조직의 유연성이 환경에 유연하게 적

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조직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조직의 유

연성이 인적 자원 활용의 탄력성과도 연결되어 조직원의 ‘평생 직장’ 

개념, ‘직업 안정성’ 개념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공공 부문에도 

공모 직위와 개방형 직위 신설, 고위 공무원단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조직의 폐쇄성을 완화하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민간 부문에 비하여 폐쇄

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공공 부문의 직업안정성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민봉과 임도빈(2016)도 직업 안정성을 한국

적 공직선택동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따라서 직업안정(‘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을 직업선택동기요인 중 하나

로 측정하여 공직선택동기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1-4. 직업안정성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 25 -

공무원에 대해서 소위 ‘철밥통’이라고 불리면 복리후생이 좋고 여유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행정 

수도를 옮기면서 다양한 공공 부문의 조직들이 서울에서 나와 세종시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가족 일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에 남아 소

위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가 되기도 하고, KTX나 버스로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공 조직들의 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동기

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고용 영역 선택이 바뀌었을 수 있다. 따라서 심신

의 안녕 항목을 통하여 해당 직업선택동기가 고용 영역 선택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조직의 환경 변화가 있긴 했으나 여전히 

공공 부문의 업무 환경이 더 좋게 주어진다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심신

의 여유를 가지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록 공공 부문을 선택할 확률

이 높다고 예상한다.

1-5. 심신의 안녕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이명진(2010)은 Mcklleland의 권력동기이론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향하

는 권력동기와 타인에게 향하는 권력동기로 나눈 바 있다. 계획 경제 시

스템에서 자유 경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한국의 역사적 흐름에서 고용 

영역 선택에 권력 동기가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력 

동기에는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하려는 권력 동기와 타인에게 영향을 미

치는 권력 동기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전자를 지적추구 항목으로, 후

자를 타인에 대한 영향 항목으로 측정하여 권력 동기가 고용 영역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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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추구 항목의 경우 직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

한지를 측정한다. 이것은 고용 영역 특성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인에 대한 영향은 타인에 대해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며, 이는 결국 권력 욕구와 이어질 수 있다. 유민봉과 임도빈

(2016)은 소위 출세 욕구가 한국적 맥락의 공직 선택 동기가 될 수 있다

고 말한다. 공공 부문에 입직했을 때 민간 부문에 입직한 경우에 비하여 

권력을 가질 확률이 높다. ‘사권력’이라는 말은 없지만 ‘공권력’이

라는 말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공공 업무란 국가의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한과 힘을 가진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한 공공 부문의 특성 상 독점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독점적 권한을 갖

게 되고, 이것이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동기가 강할수록 공공 부문에 입직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

한다.

1-6. 지적 추구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7. 타인에 대한 영향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지 평가 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에 의하면 개인의 동기부

여에 능력(Competence)과 자율성(Autonomy)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이 경쟁력이 있다고 느낄수록,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일을 해낸다고 느낄수록, 동기 부여가 잘 된다. 이어서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정(‘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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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항목은 능력(Competence)의 측면에서, 성취(‘자신이 스스로 목

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다’) 항목과 자율(‘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

갈 수 있다’) 항목은 자율성(Autonomy) 측면에서 개인이 각 항목으로 

인한 동기부여 정도가 얼마나 큰 지를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업 

선택 시에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인지평가

이론에 따라 자신의 능력(Competence)을 느끼는 것이 동기 부여하는 데

에 중요한 사람인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타인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없다는 

기대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

서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예상하는 한편, 공무원, 관료들의 안

일하고 복지부동한 태도를 비판하는 언론을 보면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정 동기는 영향력이 혼재되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관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성취와 자율의 측면에서 낮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공공 부문은 법과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경직적이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전영한(2017)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 부문은 

민중 통제권이 높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대한 경직성이 높다. 따라서 성

취와 자율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의 경직성, 선례답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을 선택할 확률이 낮다고 예상한

다.

1-8. 인정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9. 성취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0. 자율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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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man과 Oldham이 주장한 직무특성이론(Job Characteristic Model)

에서는 조직에서의 process를 고려하여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 

조직 내에서 주는 자율성 정도와 환류의 내용을 통하여 개인이 심리 상

태에 영향을 받아서 동기부여나, 직무 만족도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

한다. 개인지향, 신체활동, 다양성 항목을 중심으로 직무 특성 요인이 고

용 영역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개인 지향성은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기보다는 혼자 일하기를 좋

아한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조직 생활에서 모두 협업은 필

수이므로 조직 영역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체활동은 업무 시에 신체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으로 

측정된다.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직업은 민간 부문에 비하여 공공 부문

에 많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직군의 다양성이 민간 부문에 비하여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활동을 기피할수록 공공 부문 선택 

확률은 낮아진다고 예측한다. 

다양성은 업무가 정형화되지 않고 변화가 많다는 것으로 측정된다. 공

공 부문의 경우는 법과 제도에 정형화되어 경직적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공공 부문을 선호/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일반행정가를 양성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도 있다. 

1-11. 개인지향성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다.

1-12. 신체활동 기피성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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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업무다양성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다. (+/-)

두 번째로 선발(attraction) 이후 ‘고용 영역 선호와 선택에 따라 직업 

선택 동기 항목 별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부가적으로 볼 것

이다. 만족도는 전체 만족도와 이를 세분하여 7가지 항목(경제적 보상, 

사회적 공헌과 봉사 및 사회적 인정 동기, 직업 안정성, 조직 근로 환경, 

자기 발전 추구, 일의 자율성과 권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로 살

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분석을 통하여 공직선택동기로서 작용한다

고 밝혀진 동기를 실제로 각 고용 영역에서 만족시키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를 통하여 수요의 측면에서 개인이 특정 요인을 기대하고 

어떤 공공 영역을 선호하고 선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공급의 측면에서 조직이 해당 요인을 공급함으로써 입직한 개

인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현실이 있어야 해당 요인이 진정한 공직선택동

기, 공직의 매력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3-1]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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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어떤 직업 선택 동기가 영역 선택(선호/입직)에 영향을 미

치는가? (공직 선택 동기의 재탐색, 민간 영역 선택 동기 탐색)

경제적 보상
H1-1. 경제적 보상 동기가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하여 

1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을 것이다.

공공봉사동기

H1-2. 이타심 동기가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하여 1집단

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H1-3. 애국 동기가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하여 1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녕

H1-4. 직업안정성 동기가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하여 1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H1-5. 심신의 안녕 동기가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하여 

1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자율성과 

권력 동기

(내재적, 외재적 

권력 동기)

H1-6. 지적 추구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H1-7. 타인에 대한 영향 동기가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

하여 1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H1-8. 인정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H1-9. 성취 동기가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하여 1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을 것이다.
H1-10. 자율 동기가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하여 1집단

에 속할 확률이 낮을 것이다.

일(업무)의 특성

H1-11. 개인지향성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이다.
H1-12. 신체활동 기피성 동기가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

하여 1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H1-13. 업무다양성 동기는 공공 부문 선택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이다. (+/-)

[표 3-1] 가설 설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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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고용 영역에 따라 직업 선택 동기 별 만족도가 어떻게 나

타나는가? (공공 영역, 민간 영역 각각 어떤 동기 요인을 만족시켜주는

가)

제 2 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데이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청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청

년패널조사(YP2007)는 2007년 당시 만15-29세를 대표하는 표본 1만206명

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매해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표본은 가구 단위로 지역, 성, 연령, 경제생활상태를 반영하

여 이중 추출(double sampling)에 의한 층화추출법을 사용하였다. (2006년

도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조사)의 표본 가구 가운데 청년거주 

경제적 보상
H2-1. 경제적 보상 동기에 대한 만족도는 4집단이 다른 집

단에 비하여 높게 나올 것이다.

공공봉사동기
H2-2. 사회적 공헌, 봉사 및 사회적 인정 동기에 대한 만

족도는 1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날 것이다.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녕

H2-3. 직업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1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날 것이다.

H2-4. 조직 근로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1집단이 다른 집단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날 것이다.

자율성과 

권력 동기

(내재적,외재적 

권력 동기)

H2-5. 자기 발전의 추구에 대한 만족도는 집단 간 큰 차이

가 없을 것이다.

H2-6.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는 집단 간 큰 차

이가 없을 것이다(혼재하기 때문)

일(업무)의 특성
H2-7. 하고 있는 일(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집단 간 큰 차

이가 없을 것이다(혼재하기 때문)

[표 3-2] 가설 설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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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대상으로 청년패널 표본가구 추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차에 걸쳐 조사된 데이터에서 이직을 포함하

여 취업한 연도(t)를 기준 연도로 한다. 

분석의 중심은 개인의 고용 영역 선호와 입직에 따른 집단이다. 위의 

분석틀에서 보인 바와 같이 자신이 선호하는 영역이 공공인지 민간인지

를 하나의 기준으로 하고, 개인이 결국 입직하게 된 영역이 공공인지 민

간인지를 또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하여 4 집단으로 나눈다. 선호는 취

업 전 년도(t-1연도)에 측정되며, 입직은 취업 년도(t연도)를 기준으로 측

정된다. 1집단은 공공 영역 선호, 공공 영역 입직, 2집단은 공공 영역 선

호, 민간 영역 입직, 3집단은 민간 영역 선호, 공공 영역 입직, 4집단은 

민간 영역 선호, 민간 영역 입직한 경우를 나타낸다.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기준 연도(t)에 취업한 사람 대상으로 기준 

연도 1년 전(t-1연도)에 학생 혹은 미취업자, 혹은 이직 준비자의 직업선

택동기가 각 고용 영역 선호(t-1연도)와 입직(t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보고자 한다. 분석의 중심이 되는 네 유형의 집단을 중심으로 다

시 이해해보자면, 공공 영역을 선호하고 실제로 공공 영역에 취업하게 

된 사람, 공공 영역을 선호하다가 민간 영역에 입직하게 된 사람, 민간 

영역을 선호하여 민간 영역에 입직한 사람, 민간 영역을 선호하다가 공

공 영역에 입직한 사람이 어떤 직업 선택 동기의 영향을 받아 각 집단에 

속하게 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한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앞선 연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집단 별

로 항목 별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ANOVA를 통하여 비교해본다. 

이후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Tukey 분석을 통하여 어느 집단 간 차

이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때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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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나타나서, 공직을 선택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된 동

기 요인이 실제 입직 이후 각 고용 영역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

는지를 보는 데에 의의가 있다. 

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9차 년도에 걸친 패널 데이터를 추출하였

다. 기준 연도 1년 전과 1년 후가 존재해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

업 연도인 기준 연도(t 연도)는 2차 연도인 2008년부터 8차 연도인 2015

년까지 이다. 그리고 기준 연도와 기준 연도 1년 후의 직장이 같은 곳이

어야 고용 영역에 따른 1년 후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이후 1년 안에 이직하지 않은 경우만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2965개의 

관찰점이 나타났다. 이직을 포함한 새로운 곳으로의 취업이 2965번 있었

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통계패키지프로그램 SAS 9.4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 3 절 변수의 측정 및 기초기술통계

1. 직업 선택 동기

직업 선택 동기는 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 선택 시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5 수준의 리커트 척도

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경제적 보상은 ‘금전적으로 보상이 충분하다’, 이타는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애국은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업안

정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심신의 안녕

은 ‘심신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지적 추구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영향은 ‘타인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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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정은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성취는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다’, 자율은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다’, 개인지향은 ‘여러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기 보다는 혼자 일할 

수 있다’, 신체활동 기피는 ‘업무 시 신체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

다’, 다양성은 ‘업무가 정형화되지 않고 변화가 많다’ 는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 선택 동기에 대한 기초기술통계 값은 [표 3-3]과 같다. 경제적 보

상을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

균이 가장 높았고 표준 편차가 가장 낮다는 것을 보았을 때, 비교적으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모두 경제적 보상을 중시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

다.

생각보다 직업 선택 동기로서 직업안정성 동기가 그리 큰 평균값을 가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경제적 보상 경제적 보상 2748 4.096434 0.680865 1 5

공공봉사동기
이타 2748 3.55313 0.791114 1 5

애국 2748 3.355167 0.844123 1 5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녕

직업안정 2748 3.257642 0.89727 1 5

심신의 안녕 2748 3.904658 0.724781 1 5

자율성과 

권력 동기

(내재적, 외재적 

권력 동기)

지적 추구 2748 3.907933 0.685198 1 5

타인에 대한  영향 2748 3.694323 0.756775 1 5

인정 2748 3.982169 0.682115 1 5

성취 2748 3.985808 0.670901 1 5

자율 2748 3.877729 0.683925 1 5

일(업무)의 특성

개인지향 2748 3.200146 0.927264 1 5

신체활동 기피성 2748 4.033479 0.806535 1 5

다양성 2748 3.366812 0.84086 1 5

[표 3-3] 기초 기술통계표 - 직업선택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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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직을 선호하는 이유로 직업안정성을 크게 

꼽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데이터와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입직 이전 시점에서 직업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 중 직업안정성이 다

른 것들에 비하여 욕구가 낮게 나타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2. 고용 영역

선호하는 조직 영역(sector)은 대기업, 공공기관(공기업, 정부행정기관 

포함), 외국계기업, 일반중소기업, 전문중소기업, 창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창업을 제외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2가지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공공기관(공기업, 정부행정기관 포함)을 공공 

부문으로 분류하였고, 대기업, 외국계기업, 일반중소기업, 전문중소기업

을 민간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선택한 조직 영역(sector)은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외국인회사, 공

공기관 및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재단, 사

단)법인단체, 정부부처(공무원, 군인),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

지 않다, 기타로 측정되어 있다.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있지 않

은 경우와 기타인 경우를 조직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제

외하였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정부부처를 공공 부문으로 분류하고 민

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외국인회사, 법인단체를 민간 부문으로 분류하

여 연구를 진행한다. 2015년 진행된 9차 추가 조사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추가되었으나 본 연구는 9차 추가 조사는 제외하고 같은 패널로 진행된 

1차에서 9차 조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선호 영역과 실제 입직 영역을 중심으로 4가지 집단을 나누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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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에서는 각 집단 별로 관찰점의 빈도 및 백분율을 제시하고 있다. 1

집단(195명)은 공공 영역을 선호하고 공공 영역에 입직한 집단이다. 4집

단(1835명)은 민간 영역을 선호하고 민간 영역에 입직한 집단이다. 전술

한 두 집단, 1집단과 4집단은 자신이 원하던 목표를 이룬 집단들이다. 

두 집단의 성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므로 공직선택동기 분석의 경우 

두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두 집단의 성향을 추정해봄으로써 연구의 의미를 더욱 풍

성하게 해석할 수 있다. 공공 영역을 선호하였으나 민간 영역에 입직하

게 된 2집단은 628명으로 공공 영역을 선호하던 사람 중 약 76%나 차지

하는 수치를 보인다. 이 집단의 경우, 1년 전 공공 영역을 선호함으로써 

공무원 시험, 공기업 시험 등,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합격에 실패하는 등

의 이유로 민간 영역에 입직하는 경우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집단

은 1년 전만 해도 민간 영역을 선호하고 있었으나 공공 영역에 취업한 

영역입직
영역선호 　

공공 민간 합계

공공

빈도 195 90 285

백분율 7.1 3.28 10.37

행백분율 68.42 31.58 　

칼럼백분율 23.69 4.68 　

민간

빈도 628 1835 2463

백분율 22.85 66.78 89.63

행백분율 25.5 74.5 　

칼럼백분율 76.31 95.32 　

합계
823 1925 2748

29.95 70.05 100

[표 3-4] 고용 영역 선호 × 고용 영역 입직 빈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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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한국에서 공공 영역 입직을 위해서는 시험을 보는 경우가 대

다수이다. 1년 전만 해도 민간 영역 입직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공공 영역에 입직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3집단에 속하는 사람 수도 90명, 총 분석 대상의 약 

3%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이전에 시험 준비를 하다가 민간 영

역으로 마음을 돌렸는데 운이 좋게 됐다거나, 혹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3-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총 2748개의 관찰점 중에서 공공 영역

에 취업한 경우는 285, 민간 영역에 취업한 경우는 2463개이다. 공공 부

문 일자리가 전체의 8.9%라는 통계에 비추어 봤을 때, 공공 영역 취업 

한 사람들이 10.37%라는 것은 비슷한 표본의 구성으로서 외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항목 별 만족도

항목 별 만족도는 5점 수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있다. 만족도의 

경우 관찰점이 1913개이다. 이는 기준 연도 1년 후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관찰점을 첫 번째 분석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우지 않았다. 

경제적 보상 동기에 대한 만족감은 임금과 수입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

되었다. 이타심과 애국심을 포함한 공공봉사동기(PSM) 관련 만족도는 사

회적 공헌과 봉사 및 사회적 인정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되었다. 직업안

정성 동기에 대한 만족도는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감으로 측정되었

다. 심신의 안녕 동기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조

직 근로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통하여 보기로 하였으며, 이는 사무실(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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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의 물리적 근로환경, 직장 동료 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를 뜻하는 

사회적 근로환경,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다만,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의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 측정되지 않

기 때문에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2). 내재적 권력 통제 욕구였던 지

적 추구 동기는 자기 발전 추구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그 외에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하였다. 

4. 통제 변수

다항 로지스틱 분석에서 사용할 통제 변수는 개인이 취업을 한 시기

와, 가구 속성 변수,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표 7]과 같

이 구성하였다. 아래 구성된 통제 변수들 중 생년과 거주 지역의 경우 

2) 앞서 소속된 조직 중 민간 사업체와 개인 사업체를 함께 측정하여 분리할

수 없었는데, 개인 사업체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직업 만족도(total) 1913 3.529012 0.68709 1 5

경제적 보상
임금과 수입에 대한 

만족도
1913 3.187663 0.854972 1 5

공공봉사동기

사회적 공헌, 봉사 

및 사회적 인정에 

대한 만족도

1913 3.365917 0.718792 1 5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녕

고용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1913 3.570308 0.782521 1 5

조직 근로 환경에 

대한 만족도
1913 3.436661 0.630338 0.67 5

자율성과 

권력 동기

(내재적, 외재적 

권력 동기)

자기발전의 추구에 

대한 만족도
1913 3.41976 0.768745 1 5

일의 자율성과 권한

에 대한 만족도
1913 3.520126 0.734489 1 5

일(업무)의 특성
하고 있는 일(업무) 

내용에 대한 만족도
1913 3.561945 0.751884 1 5

[표 3-5] 기초 기술통계표 -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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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분석에서 p 값이 거의 1과 가까웠고, 제거 하였을 때 모델 적

합성을 나타내는 AIC 값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생년과 

거주 지역을 제거한 모델을 선택하였다.

통제 변수 변수 내용

성별 남성, 여성
더미 변수 

(준거 집단: 여성)

생년 1978년생 ~ 1994년생

더비 변수

(준거 집단: 

       1994년생)

거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더미 변수 

(준거 집단: 서울)

학력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졸이상, 
더미 변수 

(준거 집단: 대졸)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더미 변수 

(준거 집단: 

    배우자 있음)

아버지 

최종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4

년제 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서열 변수

(1. 무학 ~ 

8. 박사 과정)

어머니 

최종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4

년제 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서열 변수

(1. 무학 ~ 

8. 박사 과정)

가구 

월 평균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서열 변수

(1.100만원 미만

 ~ 6. 1000만원 

이상)

입직 시기 2008년도 ~ 2015년

더미 변수 

(준거 집단: 

  2015년 입직자)

[표 3-6] 통제 변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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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직업선택동기가 고용영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

       -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13개의 직업선택동기가 전체 응답자의 고용 영역 선호/입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고용 영역 선호/입직에 따른 집단은 다음 그림과 

같이 4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다. 

어떤 직업선택동기가 공공을 선호하고 입직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4집단을 범주형 종속 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

해 ‘공공 선호 – 공공 입직(1집단: 공공-공공)’을 준거 집단으로 하여 

‘공공 선호 – 민간 입직(2집단: 공공-민간)’, ‘민간 선호-공공 입직(3

집단: 민간-민간)’, ‘민간 선호 – 민간 입직(4집단: 민간-민간)’에 대

한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의 공직선택동기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13개의 직업선택동기 중 어떤 동기를 통해서 공공 영역을 선호하고, 

어떤 동기를 통해서 공공 영역을 선택하는 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각 직업선택동기를 중심으로 준거 집단인 1집단(공공

-공공)에 비하여 다른 집단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 통제 변수는 유

의미한 결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사용된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의 빈

도수는 [표 3-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것은 앞서 각 집단에 대한 빈도

와 백분율에 관한 기술통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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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에서는 모델 적합성을 제시하고 있다. AIC가 공변량

(Covariates)를 포함한 경우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 110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IC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차이가 10 이상이 나면 큰 차이가 있다고 판

단할 수 있으므로 (Burnham & Anderson 2004:271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 편 간결함을 나타내는 SC 통계량은 독립변수가 포함되었을 때 그 

값이 더 커졌다. 이는 독립 변수가 13개가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각 변수들 중 어떤 영향

을 받는지를 살펴보고 추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심층

적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간결한 모형을 통하여 한국적 맥락의 공직선택

동기를 구현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sponse  Profile

Ordered Value sector_prefer Total Frequency

1 public-public 195

2 public-private 628 

3 private-public 90

4 private-private 1835

[표 4-1] 집단 별 빈도표

Model  Fit Statistics

Criterion Intercept Only Intercept and Covariates

AIC 4989.202 4878.957

SC 5006.958 5411.634

-2 Log L 4983.202 4698.957

[표 4-2]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적합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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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에서는 우도비 검정, Score 검정, Wald 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우도함수의 변함이 없다는 귀무 가설

을 유의 수준 1% 하에서 기각하므로 본 모형의 독립 변수들이 종속변수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 변수를 포함한 로

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는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보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가설 별로 나누어 표를 분리하여 제시하고 결과 분석을 한다.

1. 직업선택동기를 중심으로 한 결과 분석

1) 경제적 보상

경제적 보상의 범주에 있는 경제적 보상동기가 공공 부문 선호/입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보상 동기는 5%의 유의 수준에서는 1집단과 2, 3, 4 집단 간 

Testing  Global Null Hypothesis: BETA=0

Test Chi-Square DF Pr > ChiSq

Likelihood  Ratio 284.2448 87 <.0001

Score 267.061 87 <.0001

Wald 243.6322 87 <.0001

[표 4-3]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적합성 2

Parameter group
Pr >

ChiSq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경제적보상 private-private 0.084 1.268 0.969 1.659

경제적보상 private-public 0.9915 0.998 0.644 1.545

경제적보상 public-private 0.8312 1.032 0.775 1.373

[표 4-4]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 경제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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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및 입직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10% 유의 수준

에서 경제적 보상 동기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1집단(공공-공공)이 될 

확률 대비 4집단(민간-민간)이 될 확률이 26.8% 정도 증가했다. 즉 경제

적 보상을 직업 선택 시에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공공을 선호하고 공공

에 실제 입직한 사람들보다 민간을 선호하고 민간에 실제 입직하는 경우

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적 보상을 기대할수록 공공 영역에 비하여 민간 영역을 선호하고 입

직한다는 것은 민간 영역에 경제적 보상이 더 많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

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한 유의 수준 하에서 기각된 것

이 아니므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공공봉사동기

공공봉사동기 항목으로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타심 동기와 규범적 공

공봉사동기의 관점에서 애국 동기를 측정하여 공직 선호와 공직 입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직업을 선택할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타 동기가 

Parameter group
Pr >

ChiSq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이타 private-private 0.0286 0.768 0.607 0.973

이타 private-public 0.039 0.668 0.456 0.98

이타 public-private 0.6768 1.055 0.819 1.36

애국 private-private 0.0014 0.689 0.548 0.865

애국 private-public 0.0077 0.608 0.422 0.877

애국 public-private 0.0112 0.729 0.572 0.931

[표 4-5]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 공공봉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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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우 공공을 선호하다가 공공에 입직할 확률(1집단에 속할 확률)에 

비하여 민간을 선호하다가 민간에 입직할 확률(4집단에 속할 확률)이 약 

23.2% 정도 감소하였고 민간을 선호하다가 공공에 입직할 확률(3집단에 

속할 확률)은 약 35% 감소하였다. 그러나 5%의 유의 수준에서 공공을 

선호하다가 민간에 입직할 확률(2집단에 속할 확률)은 기준 집단인 1집

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타심이 높을수록 민

간 영역을 선호하는 집단보다 공공 영역을 선호할 확률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애국 동기가 높은 경우에는 기준 집단인 1집단(공공을 선호하다가 공

공에 입직)이 될 확률에 비하여 타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기준을 바꾸어 생각하면 애국심이 높을수록 공공을 선호하다

가 공공에 입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선호의 관

점에서도 공공 부문을 선호하는 데에 애국 동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 부문을 선호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공공 부

문 입직 경로인 시험을 통과하는 데에도 애국 동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앞서 공공봉사동기가 공직선택동기로서 작용

한다는 가설은 선호와 실제 입직, 두 가지 측면에서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항목은 현재까지 연구된 정교한 측정도구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는 공공봉사동기의 보

편적인 항목인 이타심이 들어갔으며, 규범적 관점의 공공봉사동기를 구

성하는 애국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로서 입직 전에 측정된다. 공공봉사동

기가 시차를 두고 실제 공공 영역 입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를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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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녕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녕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덕목이다. 현 세대에서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 이

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 안

정성과 심신의 안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워라밸’이 좋은 직업으로 공무원과 공공 기관이 많이 언

급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녕이 공공봉사동기보다 공

직 선택 동기로서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한다. 입직 이전 자

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도를 체크한 이후 실제 입직한 영역이 관련

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녕이 공직선호/입직동

기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직업 안정 동기는 1집단과 나머지 집단을 비교했

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직업 안정 동기가 높아질수

록 공공 부문을 선호/입직할 확률이 높다거나, 민간 부문을 기피할 확률

이 높아진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는 심신 안녕 동기에서도 마찬

Parameter group
Pr >

ChiSq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직업안정 private-private 0.5299 1.061 0.881 1.278

직업안정 private-public 0.2138 1.227 0.889 1.694

직업안정 public-private 0.4029 1.089 0.892 1.331

심신안녕 private-private 0.3073 0.874 0.675 1.132

심신안녕 private-public 0.2346 0.778 0.515 1.177

심신안녕 public-private 0.7316 1.05 0.796 1.385

[표 4-6]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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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였다. 심신 안녕 동기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공

직 선택 동기로서는 작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직업 안정 동기와 심신의 안녕 동기는 어떤 고용 영역을 선호하

는 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업 안정 동기

가 높은 사람들이 공공 영역을 선호하는 집단에 몰려있다기보다는, 각 

집단에는 직업 안정 동기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비슷하게 분포하여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심신의 안녕 동기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본 데이터는 2007년 만15세에서 만29세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현

재 2017년에는 만25세에서 만39세의 나이를 가지는 사람들 대상이다. 그

러나 현재 워라밸을 중시하는 ‘워라밸 세대’는 1988년생부터 1994년

생으로 정의된다3). 2017년 현재 만23세에서 만29세이다. 앞서 기술통계

에서 봐도 심신의 안녕 동기는 높은 편이긴 하지만 직업 안정 동기는 다

른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

록했다. 이는 현 데이터 대상이 워라밸 세대만이 아니라 더 높은 나이대

와 함께 구성되어 혼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는 

그 기간 동안 취업을 한 사람들만 추출한 것인데, 이 경우 워라밸 세대

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직업 안정 동기가 더 낮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추후 나이나 세대와 직업 안정 동기의 

상호작용항을 함께 넣어서 세대 별 공직 선택 동기를 다시 한 번 알아봄

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은주. (2017.10.30.). 소박한 행복이 어때서? 2018년은 워라밸 세대가 이끈

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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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성과 권력 동기(내재적, 외재적 권력 동기)

권력 동기는 내재적 측면과 외재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명진, 

2010). 내재적 측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 동기를 의미한다. 자기 자

신을 잘 알고 자신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내재적 권력 

동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 아는 것을 많게 하려는 

지적 추구 동기,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달성하고 싶은 욕구인 성

취 동기, 스스로 통제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자율 동기가 내

재적 권력 동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외재적 권력 동기는 타인, 남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통

해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Parameter group
Pr >

ChiSq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지적추구 private-private <.0001 1.824 1.389 2.397

지적추구 private-public 0.0733 1.507 0.962 2.362

지적추구 public-private 0.0086 1.477 1.104 1.975

타인에대한영향 private-private 0.011 0.718 0.556 0.927

타인에대한영향 private-public 0.416 0.84 0.552 1.278

타인에대한영향 public-private 0.1221 0.806 0.614 1.059

인정 private-private 0.5983 0.923 0.685 1.243

인정 private-public 0.4019 0.817 0.509 1.311

인정 public-private 0.0375 0.715 0.521 0.981

성취 private-private 0.0466 0.751 0.566 0.996

성취 private-public 0.6769 0.906 0.569 1.442

성취 public-private 0.0286 0.716 0.531 0.966

자율성 private-private 0.1086 1.256 0.951 1.658

자율성 private-public 0.5677 1.142 0.725 1.798

자율성 public-private 0.5854 1.086 0.807 1.462

[표 4-7]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 일(업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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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동기와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정 동기는 외재적 권력 동기에 

해당한다.

자율성과 권력 동기는 공공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공무

원의 경우 조직 내에서 승진의 최고 위치는 차관 혹은 더 나아가 장관이

다. 차관이나 장관은 어느 정도 정치성을 띄고 국회의 의사결정과 밀접

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의 역사를 살

펴보면 조선시대부터 입신양명이라고 하여 벼슬을 하는 것, 공공 영역에 

입직하는 것이 출세라고 여겼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남의 인정을 중요시하고 출세를 

중시하는 의식을 상징한다. 임도빈, 유민봉(2016)은 출세 욕구를 공직 선

택 동기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봤을 때, 

공공 부문을 선택하는 동기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력 동기와 자율성이 

공직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표 4-7]를 보면 직업을 선택할 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지

적 추구 항목이 높아질수록,  1집단(공공 선호, 공공 입직)에 비하여 민

간 영역에 취업할 확률이 2집단(공공 선호-민간 입직)과 4집단(민간 선호

-민간 입직) 각각 약 48%, 약 82%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α

=0.05). 민간 부문을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우 민

간에 입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취 동기는 높아질수록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에 비하여 

민간 영역에 취업할 확률이 2집단(공공 선호-민간 입직)과 4집단(민간 선

호-민간 입직) 각각 약 28%, 약 2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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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

미의 자율성 동기는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되는 지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

이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과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다는 측면은 다르

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성취 동기의 진술문을 보면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느껴지는 반면, 자율성 동기의 진

술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율적으로’이다. 즉, 성취 동기에서는 조직

에서 뭘 하라고 했을 때 이를 내재화하여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인다면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동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성 동기는 조직이 뭘 하라고 시키면 스스로의 의미를 가진 ‘자율

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자율성’, ‘자율적으로’의 

의미에 대한 혼재로 인하여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제대로 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성취 동기와 자율성 동기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났다.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은 보통 자

신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생활을 해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

다. 즉, 목표 달성도가 높은 사람일 수 있겠다. 한국에서 실제 공공 부문

에 입직하는  경우는 보통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시험을 통하여 들어간

다. 공기업이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은 올해로 보이지만 

그 이전에도 직무 역량을 테스트하는 시험에 기반하는 추세였다. 따라서 

공공 부문 입직은 보통 시험 통과가 가장 중요한 관문일 것이다. 경쟁률

을 뚫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이 공공 부문 입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시험 공부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 사람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공 부문에 입직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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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성취 동기를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

람이 공공  부문에 실제 입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외적 권력 동기인 인정 동기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직업 선택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할수록 1집단

(공공선호-공공입직)에 속할 확률에 비하여 2집단(공공선호-민간입직)에 

속할 확률이 약 28.5% 줄었다(α=0.05). 즉 공공 영역에 들어가기를 선호

하는 사람들 중에 인정받는 것을 좋아할수록 공공 영역에 실제 입직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서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벼

슬에 올라 출세하는 것을 중시하는 면을 살펴본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봤을 때, 인정 동기가 높다는 것은 출세 욕구가 높다는 것으로 생

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출세 동기가 높을수록 공공 부문에 입직하기 위

한 시험에 더욱 노력을 가하여 목표인 입직을 이뤄낸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적극적인 외적 권력 동기인 타인에 대한 영향 동기는 직업 선택을 할 

때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영향 동기가 클수록 1집단(공공선호-공공입직)에 비하여 4집단(민간

선호-민간입직)이 될 확률이 약 28.1% 낮아졌다. 즉, 일을 하면서 타인에

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권력(power)을 원하는 사람은 민간에 들어가기

보다 공공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5) 일(업무)의 특성

Oldham과 Hackman의 직무특성이론에 의하면 일의 특성이 조직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적합성(fit) 개념과 연결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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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원하는 특성을 가진 일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개인 업무 적합성(person-task fit)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행태가 조직

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일의 어떤 특성을 원하는지

는 중요한 것이다. 물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다양한 과업을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특성을 조직과 연관시키는 것이 비약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의 특성과 관련된 동기가 영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개인이 각 고용 영역에 어떤 일의 특성을 기대하

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기보다 혼자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 개인 지향 동기와 업무가 정형화되지 않고 변화가 많다는 다양성 동

기는 5%의 유의 수준 하에서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보다 다른 집단

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신체 활동 기피성의 경우, 신체활동을 기피할수록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에 비하여 3집단(민간 선호-공공 입직)에 속할 확률, 4집

단(민간 선호-민간 입직)에 속할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다른 동기에 비하여 가장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1집단에 비하

여 3집단에 속할 확률이 32.2% 낮아졌고 1집단에 비하여 4집단에 속할 

확률이 44.8% 낮아졌다. 직업을 선택할 때 신체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수록 민간을 선호하기 보다는 공공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쉽

게 말하면, 공공 영역을 선호하는 집단에 비하여 민간 영역을 선호하는 

집단이 신체활동을 덜 기피한다. 이는 민간 영역이 공공 영역에 비하여 

일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운동 선수, 무

용가, 악기 연주자 등 신체활동이 많은 체육이나 예술 쪽은 공공 부문에

서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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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에서는 신체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더 적은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6) 통제 변수

통제 변수의 경우는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이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에 속

할 확률 보다 4집단(민간 선호-민간 입직)에 속할 확률이 여성에 비하여 

약 64.4% 높았다. 즉, 해당 명제의 대우를 보면 여성이 1집단(공공 선호-

공공 입직)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일수록 공공 영

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학력이 높아지는 여성들이 가정과 일

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지 제도가 좋은 공공 부문을 선호하고 선

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Para
meter group Pr >

ChiSq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GENDER 남성 private-private 0.0022 1.644 1.197 2.259
GENDER 남성 private-public 0.3089 1.311 0.778 2.209
GENDER 남성 public-private 0.7782 1.05 0.747 1.477
school_
father 　 private-private 0.0539 0.852 0.724 1.003
school_
father private-public 0.829 1.03 0.79 1.343

school_
father public-private 0.6374 0.959 0.806 1.141
school_
mother private-private 0.3891 1.097 0.888 1.355

school_
mother private-public 0.6038 0.91 0.639 1.298

[표 4-8]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 통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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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학력을 보면 모두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

진 않지만 아버지 학력의 경우 10% 유의 수준 하에서는 4집단(민간 선

호-민간 입직)과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 사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이 한 단위 높아지면 4집단에 속할 확률이 1집단

에 속하는 것보다 약 14.8%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버지의 학력

이 높을수록 민간 영역보다는 공공 영역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배우자 유무 변수는 5% 유의 수준 하에서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

과 2집단(공공 선호-민간 입직)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공을 선호하는 때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민간

에 입직하게 될 확률이 공공에 입직할 확률에 비하여 약 130%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취직 준비를 할 때 책임감이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공공 영역 시험을 뚫기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

여 공공 영역 입직을 성취해내는 것이라고 유추해본다. 

2. 다항로지스틱 결과분석 요약

1)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 4집단(민간 선호-민간 입직) 비교

1집단과 4집단 모두 선호와 입직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황이다. 개인들

school_
mother public-private 0.853 0.979 0.78 1.228

marriage 배우자
없음 private-private 0.2568 1.455 0.761 2.784

marriage 배우자
없음 private-public 0.0622 7.236 0.904 57.924

marriage 배우자
없음 public-private 0.0309 2.275 1.07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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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이 원하는 영역을 선호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여 실제 입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두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 기

대하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어떤 직업 선택 동기가 두 집단 각각을 

선택(선호와 입직 둘 다 포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하여 어떤 

직업 선택 동기를 가진 사람이 각 집단을 선택하는지를 볼 수 있다. 여

기서 ‘선택’의 의미는 선호와 입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자신이 

선호를 선택하였고 입직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공공선택동기’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집단에 비하여 4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는 경제적 보

상(α=0.1), 이타(α=0.05), 애국(α=0.05), 지적추구(α=0.05), 타인에 대한 

영향(α=0.05), 성취(α=0.05), 신체활동 기피성(α=0.05) 동기였으며, 통제 

변수 중에는 성별(α=0.05), 아버지의 학력(α=0.1)이 있었다. 

1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동기는 이타, 애국, 타인에 대한 영향, 성

취, 신체활동 기피성 동기였다. 이타와 애국을 통하여 최근까지 활발하

게 연구되어왔던 공공봉사동기의 보편적인 개념이 공직선택동기로서 작

용하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영향과 성취 동기를 통하여 자

신을 기준으로 외부와 내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권력 동기가 공직선택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신체활동을 기피할수록 공공 영역을 

선택하는 것은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에 비하여 직종의 다양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더불어 남성보다 여성이 공공 영역을 선택할 확

률이 높았는데 이는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여성들

이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하여 보다 복지 제도가 정립되어 있는 공공 영

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완화된 유의수준 10% 하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 영역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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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4집단에 속할 확률, 민간 영역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 

보상과 지적 추구 동기였다. 직업 선택 시 경제적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

할수록, 민간 영역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것은 민간 영역에 보다 

높은 경제적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공공 영역보다 민

간 영역에서 경제적 보상을 더 많이 해준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직업 선

택 시 경제적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민간 영역에 가는 것이다. 지

적 추구 동기는 직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인데, 해당 동기가 높아질수록 민간 영역을 선택할 확률

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법과 규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공공 부문에 비하

여 민간 부문이 덜 경직적이기 때문에 더 새로운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기대하는 심리라고 유추할 수 있다. 

2)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 2집단(공공 선호-민간 입직) 비교 

1집단과 2집단은 모두 공공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기준 연도 전년도

(t-1 연도)에 공공을 선호하고 공공 입직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기준 연도

(t연도)에 실제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중 어디에 입직하게 되었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집단이다. 따라서 두 집단 비교에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동기 요인은 ‘공공입직동기’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1집단에 비하여 2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는 애국(α

=0.05), 지적추구(α=0.05), 인정(α=0.05), 성취(α=0.05) 동기였으며, 통제 

변수 중에는 배우자의 유무가 있었다. 

공공 영역에 입직하는 1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커지게 만드는 동기는 

애국 동기과 인정 동기, 성취 동기였다. 이것은 ‘공공입직동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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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다. 직업을 통하여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을수록 

남에게 인정받고 싶을수록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달성하고 싶을

수록 공공 영역 입직 시험을 잘 준비하여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

라고 유추할 수 있다. 

민간 영역에 입직하는 2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커지게 만드는 동기는 

지적 추구 동기였다. 직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민간 영역에 입직할 확률이 높았다. 기본적으로 공공 영역을 

선호하는 상태에서 입직이 달라지는 이유에 왜 지적 추구 동기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보면, 어디 가서든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

람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 입직해도 배울 게 있다면 공공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영역 입직에 마음을 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3)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 3집단(민간 선호-공공 입직) 비교

1집단과 3집단은 기준 연도(t연도)에 공공에 입직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다. 그러나 기준 연도 전년도(t-1연도)의 선호는 달랐다. 현실적으로 공공 

부문의 경우 시험을 통해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1년 전

에 민간을 선호하여 준비하다가 공공 영역에 입직하는 것은 드문 일이

다. 데이터 중에서도 약 3%만이 3집단에 속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그래도 두 집단의 비교를 통하여 입직이 같았어도 기준연도 1년전

(t-1) 선호의 차이를 통하여 ‘공공선호동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집단에 비하여 3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는 이타(α

=0.05), 애국(α=0.05), 신체활동 기피성(α=0.05)동기이다. 

이타와 애국 동기는 공공 영역을 선호할 확률을 높인다. 공공봉사동기

가 ‘공공선호동기’로서도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체활동기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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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민간 영역을 선호할 확률을 높인다. 이 세 동기는 모두 1집단과 

4집단의 비교를 통해 발견했던 ‘공공선택동기’에 모두 포함되는 동기

들이다. 

제 2 절 고용 영역 별 동기 요인 만족도 차이 분석

       - 분산분석 결과

앞서 직업선택동기가 고용 영역 선호, 입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봄으로써 근로자들이 각 고용 영역에 어떤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각 동기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입직 이후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

던 동기 요인이 조직으로부터 제공되어 충족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각 동기 요인 별 만족도를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직업 만족도

를 살펴보면, 모델 적합성이 완화된 유의 수준인 10% 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F=2.55, p value=0.0544). Tukey 분석을 통하

여 5%의 유의 수준 하에서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과 4집단(민간 선

직업  만족도(total)　
group Comparison Difference Between Means
public-public  - private-public 0.15618 　
public-public  - public-private 0.16161
public-public  - private-private 0.16866 ***
private-public  - public-private 0.00543 　
private-public  - private-private 0.01248
public-private  - private-private 0.00704 　

[표 4-9] Tukey 분석 결과 – 전체적인 직무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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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민간 입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고용 영역에 입직한 경우임에도 공공 영역

을 선택한 사람들이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1. 직업선택동기를 중심으로 한 결과 분석

1) 경제적 보상

경제적 보상 동기에 대한 만족도는 집단 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적 보상 동기에 대한 기대는 앞서 10%의 유의 수준 하에서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에 비해 4집단(민간 선호-민간 입직)에 속할 

확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입직 이후 만족도는 큰 차이가 나

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 부문에서 연봉의 차이가 실제 수당에 의하여 완

화되고 있다거나, 혹은 현재 받고 있는 경제적 보상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생각했을 때, 민간 부문과 비교하여 크게 부족하다

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2) 공공봉사동기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만족도 요인은 집단 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F=12.97, p value=0.0001) Tukey 분석을 진행하였다. 1집단(공공 선호-공

공 입직)과 2집단(공공 선호-민간 입직),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과 4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3 3.858489 1.286163 1.76 0.1525
Error 1909 1393.77 0.730105
Corrected  Total 1912 1397.629

[표 4-10] 분산 분석 결과 – 경제적 보상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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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간 선호-민간 입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앞서 공공봉사동

기는 1집단에 비하여 3집단(민간 선호-공공 입직), 4집단(민간 선호-민간 

입직)에 들어갈 확률을 낮추었다. 즉, 공공선호동기, 공공선택동기로서 

작용한 바 있다. 쉽게 말하면 공공봉사동기가 클수록 공공 영역에 들어

가고 싶어 한다. 

1집단과 민간에 입직한 두 집단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볼 때,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만족도는 민간 영역에 비하여 공공 영역에

서 충족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녕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녕을 만들어주는 조직근로환경에 관한 만족도

는 5%의 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안정성 만족도 

분산 분석 시 F값은 4.55, p 값은 0.0035였고 조직근로환경에 관한 만족

도에 대한 분산 분석 F값은 10.66, p값은 0.0001 미만이었다. 따라서 

Tukey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12]를 통해 보면 직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1집단(공공 선호-

공공 입직)과 4집단(민간 선호-민간 입직),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과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만족도　
group Comparison　 Difference Between Means
public-public  - private-public 0.2395 　
public-public  - public-private 0.34212 ***
public-public  - private-private 0.3898 ***
private-public - public-private 0.10261 　
private-public  - private-private 0.1503
public-private  - private-private 0.04769 　

[표 4-11] Tukey 분석 – 공공봉사동기 만족도



- 60 -

2집단(공공 선호-민간 입직)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영역에 입직

한 4집단과 2집단에 비하여 1집단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직업안정성 동기는 공공 영역에서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직업안정성 동기는 고용 영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

나, 직업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준비자라면 공공 영역을 선택

하는 것이 자신의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역 선택일 것이다.

이는 조직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나타난다. 아래 [표 4-13]을 

통하여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과 2집단(공공 선호-민간 입직), 1집

단(공공 선호-공공 입직)과 4집단(민간 선호-민간 입직), 그리고 3집단(민

간 선호-공공 입직)과 4집단(민간 선호-민간 입직) 간 차이가 나타나는 

직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group Comparison　 Difference Between Means
public-public  - private-private 0.20377 ***
public-public  - private-public 0.21334
public-public  - public-private 0.28043 ***
private-private  - private-public 0.00957 　
private-private  - public-private 0.07666
private-public  - public-private 0.06708 　

[표 4-12] Tukey 분석- 직업안정성 만족도

조직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　
group Comparison　 Difference Between Means
public-public  - private-public 0.05688 　
public-public  - public-private 0.2531 ***
public-public  - private-private 0.28618 ***
private-public - public-private 0.19622 　
private-public  - private-private 0.2293 ***
public-private - private-private 0.03308 　

[표 4-13] Tukey 분석 – 조직근로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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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 안정성, 심신의 안녕과 관련 있는 조직근로환경에 대

한 만족도도 입직 영역이 공공 영역일 때 입직 영역이 민간 영역일 때에 

비하여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녕 측면에서 공공 영역이 조직원들을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율성과 권력 동기(내재적, 외재적 권력 동기)

자율성과 권력 동기 측면 만족도로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

도와 자기발전추구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보았다. 

앞서 자율성 동기는 고용 영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왔다(F=0.58, p=0.6261). 다만 목표 달성과 관련되는 성취 동기가 ‘공공

선택동기’와 ‘공공입직동기’로 표현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율성

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때는 목표 달성보다는 모호한 자율성 개념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자율성 동기가 고용 영역 선택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입직 1년 후(t+1연도) 고용 영역 간 

만족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자율성 동기는 공공 영역의 경우 법의 

통제를 엄격히 받아서 실제 입직 후 만족도가 민간 영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입직 후 1년이 지

났을 때이므로 아직 근로자는 신입일 것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자신이 

자율성을 발휘하거나 권한을 가지고 일할 환경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

다. 이러한 이유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 영역과 민간 영

역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는 신입보다는 보다 높은 직급, 관리

직 정도에서 측정을 하여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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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발전추구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분산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F=4.13, p value=0.0063). 이어서 Tukey 분석을 통

하여 집단을 짝지어 비교해보았다. 앞서 지적 추구 동기가 ‘민간선택동

기’, ‘민간입직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자기발전추구

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실제로 민간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야 개인들

의 기대를 민간 영역이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집단

(공공 선호-공공 입직)이 민간 영역에 고용된 2집단(공공 선호-민간 입

직), 4집단(민간 선호-민간 입직)에 비하여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α=0.05). 자기발전이라는 것이 지적 추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하여 느낄 수도 있고,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발

자기발전추구에 대한 만족도　
group Comparison　 Difference Between Means
public-public  - private-public 0.05688 　
public-public  - public-private 0.2531 ***
public-public  - private-private 0.28618 ***
private-public - public-private 0.19622 　
private-public  - private-private 0.2293 ***
public-private - private-private 0.03308 　

[표 4-15] Tukey 분석 – 자기발전추구에 대한 만족도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3 0.944441 0.314814 0.58 0.6261
Error 1909 1030.531 0.539828
Corrected  Total 1912 1031.475

[표 4-14] 분산 분석 결과 –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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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함으로써 느낄 수도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면서 느낄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공공 영역이 이에 대한 충족을 통하여 자기발전

추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

다. 다만, 이것은 단지 이 만족도 측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동기 요인을 제시하여 만족도를 측정하고 비교함으로써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5) 일(업무)의 특성

앞서 하고 있는 일의 특성에 관련된 동기 중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

던 것은 신체활동 기피 동기였다. 신체활동을 기피할수록, 좋아하지 않

을수록 공공 영역을 ‘선택’하고 ‘입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에 개인지향성 동기나 업무다양성 동기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못했

다. 이와 관련된 만족도가 분리되어 측정된 것이 아니고, 일(업무)의 특

성에 대한 만족도로 개괄적으로 측정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다. 분산 분

석 모델에서도 5% 유의 수준 하에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간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2. 분산 분석 결과 요약

불일치이론(discrepancy theory)에서는 수요와 공급측면을 고려하여, 개

하고있는  일(업무) 내용에 대한 만족도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3 3.695147 1.231716 2.18 0.0881
Error 1909 1077.214 0.564282
Corrected  Total 1912 1080.91

[표 4-16] 분산 분석 결과 – 하고 있는 일(업무)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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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기대하는 것(수요)과 실제로 실현된 것(공급)과의 비교를 통해서 직

무만족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유민봉&임도빈, 2016). 한국적 맥락의 공

직선택동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기가 공공 영역을 오게 하느냐

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급의 측면까지 고려하여 어떤 동기를 공공 영

역에서 또는 민간 영역에서 특별히 공급을 잘하여 개인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있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기 요인 별 

만족도 분산 분석을 보았고, 이를 앞서 분석한 직업선택동기가 고용 영

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결지어 해석해보려고 하였

다. 따라서 앞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사용한 ‘선택’, 

‘선호’, ‘입직’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만족도의 경우는 입직 영역은 같고 ‘선호’하는 영역이 달랐을 때, , 

즉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과 3집단(민간 선호-공공 입직) 간에는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만족도 요인이 없었다. 한 편, 1집단(공공 선호-공

공 입직)과 4집단(민간 선호-민간 입직)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만족도 요인은 1집단(공공 선호-공공 입직)과 2집단(공공 선호-민간 입

직)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입직 영역에 따라서 

만족도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실제 들어간 조직 영

역에 따라 특정 동기 요인을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

구의 방향성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만족’이 주관적

인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주어도 기대가 큰 사람에겐 불만족이 될 

수 있고 기대가 작은 사람에겐 만족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 분산 분석 결과에서는 공공봉사동기와 직업안정성, 심신의 안녕, 그

리고 자기발전 추구 측면에서 민간 영역에 입직한 사람들에 비하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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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입직한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공공봉사동기, 직업안정성과 심신의 안녕, 권력 동

기 측면에서 만족도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실제 취업자들이 

공공봉사동기와 권력 동기 측면에서 알맞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 영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공공봉사동기와 권력 

동기 측면의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추후 입직 

이후 만족도에서도 해당 동기 요인들이 민간 부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측정된 항목이 대분류 상 같다 하더라도 똑같은 단어 및 

진술문으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만 개인이 조직

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조직이 실제로 공급하는 것 같이 연결성을 보려

는 시도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최근 취업난, 청년 실업률 증가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정책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들의 방황을 줄이는 대안의 일환으로 개인이 어

떤 영역에 맞는지 적성 검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person-environment fit theory)에 따르면, 개인과 조직 간 

적합성(fit)은 적절한 성격, 특징을 가진 지원자를 조직에 입직하도록 이

끌거나(attracting) 이미 고용된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Cable & Parsons, 2001; Chatman, 1991; Kristof Brow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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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sen&Kjeldsen, 2011). 따라서 각 영역에서 어떤 인재가 더 적합(fit)

한지를 살펴봄으로써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 관리 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영역 적합성(person-sector fit)을 살펴보았다. 어떤 

직업선택동기를 강하게 가졌을 때 공공 영역, 민간 영역 각각을 선택하

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피고용인들의 수요를 보았다. 특정 직업선택동기

가 강한 것과 개인의 고용 영역 선택이 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각 영역을 들어감으로써 해당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공급의 측면에서 조직이 실제로 해당 동

기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직업선택동기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청년들이 각 영역에 기대를 갖고 선호하여 노력해서 입직까

지 이루어졌을 때, 청년들은 그 기대에 보답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가 한국적 맥락에서도 수요

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공직선택동기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공공봉사동기는 행정학에서 특수하게 연구하고 있는 개념인

데도 행정학계에서 해당 개념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품어온 것이 사실이

다. 입직 이후 교육, 훈련 등 조직 사회화를 통하여 공공봉사동기가 높

은 조직 구성원을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해답을 얻

지 못하고 있으며(Bozeman & Su, 2015; 최낙범&이수영, 2016에서 재인

용), 공공봉사동기가 가져다주는 관리적 차원에서의 실용적인 시사점이

나 유용성을 찾는 노력도 간과되어왔음이 지적되었다(Parlberg & 

Lvigna, 2010; 최낙범&이수영, 201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어느 정도 

인사 행정, 공공 부문의 채용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이끌어냈다고 생

각한다. 종단적 데이터를 통하여 시점을 달리한 선호와 입직, 그리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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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이후 만족도까지 살펴봄으로써 공공봉사동기가 한국에서도 공직선택

동기로서 작용하며, 공공 영역이 실제로 개인의 공공봉사동기를 어느 정

도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봉사동기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 동기를 전체적으로 재

탐색해봄으로써 한국에서 공공 영역을 선택하는 동기를 찾고자 하였다. 

실제로 한국적 맥락의 공직선택동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동기 요인들이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다. 한국 사람들은 남들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마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동기, 자신이 스

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정도, 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동기, 신체 활동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수록 

공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특히 출세 욕구라고도 볼 수 

있는 권력 동기에 보다 집중하여 한국적 맥락의 공직선택동기를 발전시

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직선택동기와 고용영역선택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횡단적 데이터

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조직원의 선택과 행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특히 공공 영역을 선택한다는 것을 시점에 따라 선호(t-1연

도)와 입직(t연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각 시점에 따른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었다. 다만 ‘선택’, ‘선호’, 

‘입직’에 대한 개념 정립은 추후 연구에서 보강될 필요가 있다.

공공선호동기, 공공입직동기, 공공선택동기로 나누어 표현을 하였으나, 

실제 ‘선택’의 의미가 ‘선호’와 ‘입직’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각 동기 간 중첩된 개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로서 개략적인 정의만 하였으나 추후 상호 관계를 밝힘으로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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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부분에서 민간을 선호하고 민간을 

선택한 4집단을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공공선호동기’, ‘공공선택동기’, ‘공공입직동기’를 구분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공 영역 조직을 선택하는 데에 각 직위 별로 나뉠 수 있다. 박천오

와 박시진(2015)의 연구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직 선택에는 외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

다. 한국에서는 크게 5급 공개 채용을 하는 고시와 7급 공개 채용, 9급 

공개 채용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구분하지 못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데이터를 통하여 직위

를 구분하여 고용 영역 선택에 미치는 직업선택동기 요인을 분석한다면 

인사 관리에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영역 적합성

(person-sector fit)만 고려할 수 있었다.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직

무 별로 동기 요인 별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기

대에 따라서 동기 요인 별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김상묵

(2005)은 공무원의 직업 선택 동기가 공무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지원동기를 가진 공무원들이 정부성과

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John P. 

Meyer와 그의 동료들(2013)은 사람 중심으로 연구(Person-centered 

approach)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조직

에 존재하는 직업선택동기 유형 별로 나누어 개인-직무 적합성

(person-job fit or person-task fit)의 관점에서 알맞은 직무가 무엇인지, 

어떤 직무가 할당되었을 때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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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관점에서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정부의 인사 행정, 특히 보

직 관리의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심리학적으로 보면 직업과 일의 의미성(meaningfulness of work)이 

개인의 가치, 동기, 행동,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박정호, 2017). 일(직무)의 의미성이란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긍정적인 감정(Oldham, 1976:599)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

이 개인적 가치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직업을 선택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경험하는 일의 의미(experienced meaningfulness of work)를 통

해 변화가 가능하다(박정호, 2017). 사람마다 입직 이전 직업선택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고용 영역을 선택한다. 이후 각 고용 영역이 어떤 만족도

를 자신에게 충족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직업선택동기를 가지고 들어온 근로자들이 각 고용 영역에

서 일을 한 이후 이직을 하려고 할 때 의미성의 변화로 인하여 각 동기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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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전체 결과 표

Parameter group Pr > ChiSq Point Estimate
Intercept 　 private-private 0.7866
Intercept private-public 0.9622
Intercept public-private 0.8538
경제적보상 private-private 0.084 1.268
경제적보상 private-public 0.9915 0.998
경제적보상 public-private 0.8312 1.032
이타 　 private-private 0.0286 0.768
이타 　 private-public 0.039 0.668
이타 public-private 0.6768 1.055
애국 　 private-private 0.0014 0.689
애국 　 private-public 0.0077 0.608
애국 　 public-private 0.0112 0.729
직업안정 private-private 0.5299 1.061
직업안정 private-public 0.2138 1.227
직업안정 public-private 0.4029 1.089
심신안녕 private-private 0.3073 0.874
심신안녕 private-public 0.2346 0.778
심신안녕 public-private 0.7316 1.05
지적추구 　 private-private <.0001 1.824
지적추구 private-public 0.0733 1.507
지적추구 　 public-private 0.0086 1.477
타인에대한영향 　 private-private 0.011 0.718
타인에대한영향 private-public 0.416 0.84
타인에대한영향 public-private 0.1221 0.806
인정 private-private 0.5983 0.923
인정 private-public 0.4019 0.817
인정 　 public-private 0.0375 0.715
성취 　 private-private 0.0466 0.751
성취 private-public 0.6769 0.906
성취 　 public-private 0.0286 0.716
자율성 private-private 0.108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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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private-public 0.5677 1.142
자율성 public-private 0.5854 1.086
개인지향 private-private 0.2507 1.109
개인지향 private-public 0.244 1.202
개인지향 public-private 0.068 1.194
신체 활동 기피 　 private-private <.0001 0.562
신체 활동 기피 　 private-public 0.0493 0.678
신체 활동 기피 public-private 0.1681 0.83
업무의다양성 private-private 0.2546 1.119
업무의다양성 private-public 0.9175 1.018
업무의다양성 public-private 0.7777 1.03
year_sector 2008 private-private 0.5831 1.411
year_sector 2008 private-public 0.9227 1.467
year_sector 2008 public-private 0.0796 1.616
year_sector 2009 private-private 0.7034 1.171
year_sector 2009 private-public 0.6772 1.21
year_sector 2009 public-private 0.9609 1.155
year_sector 2010 private-private 0.8328 1.334
year_sector 2010 private-public 0.853 1.323
year_sector 2010 public-private 0.9545 1.126
year_sector 2011 private-private 0.9932 1.275
year_sector 2011 private-public 0.9211 1.477
year_sector 2011 public-private 0.9386 1.163
year_sector 2012 private-private 0.8056 1.349
year_sector 2012 private-public 0.7525 1.606
year_sector 2012 public-private 0.7575 1.055
year_sector 2013 private-private 0.9772 1.28
year_sector 2013 private-public 0.399 1.851
year_sector 2013 public-private 0.3973 0.948
year_sector 2014 private-private 0.6051 1.417
year_sector 2014 private-public 0.6836 1.625
year_sector 2014 public-private 0.8772 1.182
GENDER 남성 private-private 0.00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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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남성 private-public 0.3089 1.311
GENDER 남성 public-private 0.7782 1.05

edu 고졸
미만 private-private 0.9331 >999.999

edu 고졸
미만 private-public 1 1.125

edu 고졸
미만 public-private 0.9409 >999.999

edu 고졸 private-private 0.9462 1.605
edu 고졸 private-public 0.9938 1.689
edu 고졸 public-private 0.9452 1.203

edu 전문
대졸 private-private 0.9529 2.015

edu 전문
대졸 private-public 0.9965 1.419

edu 전문
대졸 public-private 0.9492 1.38

edu 석사졸
이상 private-private 0.9008 0.337

edu 석사졸
이상 private-public 0.9921 0.673

edu 석사졸
이상 public-private 0.9293 0.698

school_father 　 private-private 0.0539 0.852
school_father private-public 0.829 1.03
school_father public-private 0.6374 0.959
school_mother private-private 0.3891 1.097
school_mother private-public 0.6038 0.91
school_mother public-private 0.853 0.979

marriage01 배우자
없음 private-private 0.2568 1.455

marriage01 배우자
없음 private-public 0.0622 7.236

marriage01 배우자
없음 public-private 0.0309 2.275

income_family1 private-private 0.4802 0.975



- 73 -

income_family1 private-public 0.8521 1.011
income_family1 public-private 0.8231 1.009



- 74 -

참 고 문 헌

권석규. (2014).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의 영향요인 분석 

–K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학위 논문.

고길곤. (2014).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김상묵. (2005). 공직 선택동기와 공무원의 행태. 한국행정연구, 14(2), 

297-325.

김민영, 박성민,& 문상호(2012). 비영리조직(NGO) 관리자들의 직업선택 

동기에 대한 실증 분석: 공식화와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

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4), 1-33.

김서용, 조성수, & 박병주. (2010). 공직동기 (PSM) 의 선행요인: 사회화 

요인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4(1), 147-177.

김선아, 민경률, 이서경, & 박성민. (2013). 직업선택동기와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공· 사 비교 연구: 개인-직무 적

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2(3), 271-314.

김영직, & 조민효. (2015). 4년제 대졸 청년들의 직업가치 선호 유형별 

진로경향 및 근로여건 분석: 잠재적 집단 분석과 다항 로지스

틱 회귀 분석을 통하여. 현대사회와 행정, 25(4), 25-63.

남궁근. (2015). 행정조사방법론 제4판. 법문사

노종호. (2016). 공무원의 성과급과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5(2), 93-123.

박정호. (2015). 공직가치 내재화에 관한 이론적 소고. 한국인사행정학회

보, 14, 191-217.

박정호. (2017). 윤리적 리더십과 공공봉사동기(PSM)에 관한 연구: 공직가



- 75 -

치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2). 

201-227.

박천오. (2008). 우리나라 중상위직 중앙공무원의 직무성격과 직무동기.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 179-201.

박천오, & 박시진(2015). 한국 공무원의 공직선택 동기 연구: 직종별 하

위직 공무원들의 인식 비교.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1). 79-104

변한섭(200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직무만족도 차이 비교분석. 고려대

학교 행정학 석사 학위 논문

성지영, 박원우, & 윤석화(2008). 개인-환경(조직, 상사, 동료) 적합성이 

조직시민행동 및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성의 매개효

과 검증. 인사조직연구, 16(2). 1-62.

유민봉, & 임도빈(2016). 인사행정론: 정부경쟁력의 관점에서. 박영사

윤운성, 박현경, & 조주영(201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 직업선호 및 직

업가치에 대한 연구. 에니어그램연구, 8(2), 107-162.

이근주. (2005). PSM 과 공무원의 업무 성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81-104.

이근주. (2005). 공사부문 종사자간 동기요인의 차이 분석. 한국행정연구, 

14(2), 71-99.

이명진. (2010). 공직 동기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 공무원의 직

업선택동기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569-582.

이선아, & 이홍직 (20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81-92.

임도빈. (2009). 관료제를 위한 변론: 한국 관료제의 성과제고 방안. 한국



- 76 -

조직학회보, 6(3), 173-209.

최낙범, & 이수영. (2016).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PSM) 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 25(1), 169-198.

전대성, & 이수영. (2015). 도구변수 분석을 통한 공공봉사동기 (PSM) 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4(3), 317-346.

전영한(2016). Organization policy working paper.

정광호, & 김태일. (2003). 공공부문 조직과 민간기업 조직의 직무만족도 

비교분석-한국노동패널연구(KLIPS)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

학회보, 12(3), 1-29.

Campbell, J. W., & Im, T. (2016). PSM and turnover intention in public 

organizations: does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lay a role?.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6(4), 323-346.

Christensen, R. K., & Wright, B. E. (2011). The effec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job choice decisions: Disentangling the 

contributions of person-organization fit and person-job fi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1(4), 

723-743.

Gagné, M., & Deci, E. L. (2005).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work 

motiv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4), 331-362.

Kjeldsen, A. M., & Jacobsen, C. B. (2012).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employment sector: Attraction or socializ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3(4), 899-926.

Kim, S., Vandenabeele, W., Wright, B. E., Andersen, L. B., Cerase, F. 



- 77 -

P., Christensen, R. K., Desmarais, C., Koumenta, M., Leisink, 

P., Liu, B., Palidauskaite, J., Pedersen, L. H., Perry, J. L., 

Ritz, A., Taylor, J. & Vivo, P. D. (2012). Investigating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cross 

populations: Developing an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addressing issues of measurement invari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3(1), 79-102.

Kristof‐Brown, A. L., Zimmerman, R. D., & Johnson, E. C. (2005). 

Consquences of individual’s fit at work: A meta-analysis of 

person-job, person-organization, person-group, and person-supervisor 

fit. Personnel psychology, 58(2), 281-342.

Liu, B., Tang, T. L. P., & Yang, K. (2015). When does public service 

motivation fuel the job satisfaction fire? The joint moderation 

of person–organization fit and needs–supplies fit. Public 

Management Review, 17(6), 876-900.

Meyer, J. P., Stanley, L. J., & Vandenberg, R. J. (2013).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the study of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23(2), 190-202.

Moynihan, D. P., & Pandey, S. K. (2007). The role of organizations in 

foster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1), 40-53.

Perry, J. L. (1997). Anteceden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7(2), 181-197.

Rainey, H. G. (2014).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 78 -

Jossey-Bass. ISBN:4801118584460

Shermerhorn, J. R., Uhl-Bien, M., Hunt, J. G., & Osborn, R. N.(2010). 

Organizational Behavior, 11th edition. John Wiley & Sons. 

ISBN:9780470294413

Steijn, B. (2008). Person-environment fit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1(1), 13-27.

Wright, B. E. (2001). Public-sector work motivation: A review of the 

current literature and a revised conceptual mode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1(4), 559-586.

Wright, B. E., & Davis, B. S. (2003). Job satisfac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role of the work environment.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3(1), 70-90.

Wright, B. E., & Christensen, R. K. (2010). Public service motivation: A 

test of the job attraction–selection–attrition model.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3(2), 155-176.

Wright, B. E., & Grant, A. M. (2010). Unanswered questions about 

public service motivation: Designing research to address key 

issues of emergence and effec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0(5), 691-700.



- 79 -

Abstract

Exploratory Research on 

Public Sector Motivation 

in Korea Context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employment sector -

Hyunkyung Lim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ditionally, wages for human labor were recognized as costs, but 

recently, human beings were recognized as the capital to be invested. 

The state should encourage the people to demonstrate their abilities in 

the workplace that suits their aptitude. Therefore, according to 

person-sector fit, it is important to find out who got job in the public 

sector.



- 80 -

There were a lot of research about Public Sector Motivation, 

motivation to select public sector. Public Service Motivation was 

analyzed a lot for Public Sector Motivation. However the concept was 

developed from the United States. So it is necessary to look for 

applicability of PS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Korean Public Sector 

Motivation. Applying ASA(Attraction-Selection-Attrition) Model, the 

research divided the viewpoints of longitudinal data. Job selection 

motivation in t-1 year, preference in t-1 year, entry in t year, and 

satisfaction in t+1 year are main variables. 

For analyzing, there are four groups divided. First group is ‘public 

preference, public entry’, second group is ‘public preference, private 

entry’, third group is ‘private preference, public entry’, and fourth 

group is ‘private preference, private entry’. In first analysis, what 

job selection motivation has an impact on selecting group with multi 

logistic regression model. Secondly, whether the satisfaction for 

individual motivation shows difference is analyzed with ANOVA and 

Tukey.

 As a result,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ower motivation is 

noteworthy for public selection motivation in Korea context. Strong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ower motivation makes job seeker prefer 

to public sector, and continuously affect actual entry to public sector. 

After it, there are finding of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self-developing motivation that could be interpre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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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motivation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otivation. Beyond 

exploratory research, further research on the motivation of Korean 

contexts with elaborated models will be needed. 

keywords : Public Sector Motivation, Person-Sector Fit, 

    Job Selection Motivation, Public Service Motivation, 

    Power motivation,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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