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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 정부는 공무원의 채용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조직

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진다.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채용

된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행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인사행정의 중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직의도를 토대로,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공무원 조직의 인사관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요인 중 공무원의 보상 인식이 그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영향에 있어 공공봉사동기(PSM)가 조절효

과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보상은 기대이론을

바탕으로 구성원이 계속 일을 하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요인이며, 공공봉

사동기이론은 공무원 고유의 내적동기를 설명하기에 공무원의 이직의도

를 조절하는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보상인식과 그 하위요인

으로 금전적 보상 · 비금전적 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이직

의도, 조절변수는 공공봉사동기로 설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앞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상인식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하위요인인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

적 보상 둘 모두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

과는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는데, 비금전적 보상에 대해서 유의한 조절효

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과 이직의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일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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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조직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보상인식은 이직의도에 큰 영향을 주

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민간

조직이나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상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였는

데, 본 연구를 통해 일반 공무원의 이직관리에도 보상이 중요함을 밝혔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공공봉사동기는 주로 독립변수로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 조절효

과를 살펴본 연구의 수는 적으며, 특히 보상과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에

서의 조절효과를 연구한 논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내

용을 부분적으로나마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비금전적 보상과 관련하여 공공봉사동기가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다는 결과를 입증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

는다. 이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인적 자원관리를 위해서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뽑아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금전적보상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는 공공봉사동기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무리 공공봉사

동기가 높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

면 이직의도와 같은 조직의 부정적 요소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결국 금전적 보상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이직의도, 보상인식, 공공봉사동기, 공무원

학 번 : 2018-2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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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 보다 공직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격하게 변하는 정치·경제, 취업난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

등 사회 내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는 탓에 직업 선택에 있어 안

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연금제도가 잘 정비된 공직은 청년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단순히 재산의 축적보다는 개인의 여가시간을 중

요시하는 분위기, 즉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풍토가 퍼지면

서 더더욱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공무원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한

국행정연구원(2016)이 국가직 공무원 1,430명, 지방직 공무원 73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 의하면, 삶의 질에 대한 인

식이 높지 않다고 파악되었다. “나는 현재 삶에 만족한다”라는 설문 문

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5.2%였고, “나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행복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46.0%만이 긍정적

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은 꾸준하게 많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었기에 당연히 직장에 대한 만족도나 삶의 질, 행복 수준이 높을 것이라

는 예상과는 다르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직 생활 내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공무원들의 다양한 불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직의도로 이어진다. ‘이직의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직의향

이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28.6%로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무원이 기회가 된다면 이직을 할 의향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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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이직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시스템을 거쳐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고

교육시켜 양성한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인력관리 차원에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현재

공공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

은 논의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삶의 만족도 저하와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다양하다. 공직생

활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인력의 부족, 부패,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공공조직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 등 민간조

직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보수와 복지혜택은 공공조직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주된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7).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위상을 준거집단인 민간조직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고, 이 때 느끼는 부족함과 결핍이 이직할 의향을 만들어

내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보수나 복지가 민간조직에 비해 낮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보수와 복지혜택과 같은 ‘보상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보상 인식’ 이라는 요인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

의 조절효과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려는 이타적 동

기를 가지고 공공 목표 달성과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공무원 고유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Perry & Wise, 1990). 이처럼 다른

민간조직과 비교하여 공공조직의 구성원만이 갖는 공공봉사동기(PSM)은

공공조직 내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Pandey et al.(2008)은 공공봉사동기가 조직행태, 예를 들어 직무만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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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몰입, 조직 헌신 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공공봉사동기와

같은 직무 동기는 조직의 여러 요인 간에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

(Wright, 2001).

그러나 국내 연구의 경우,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상과 이직의

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공공

봉사동기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특정 직종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중앙기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나아가

이직의도와 그 원인 변수 간에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에 대한 내용은

더더욱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직의

도에 대한 보상의 영향력과 함께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그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범위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상에 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개개인의 공공봉사

동기가 보상인식과 이직의도에 조절효과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대상으

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우선 보상, 공공봉사동기(PSM), 이직의도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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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론들을 살펴보는 이론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 요인

들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활용한 자

료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부처 및 광영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년 실시한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수집하였다.

연구모형에서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이라는 보상인식 요인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공공봉사동기를 조절변수로, 이직의도를 종속변

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상인식과 이직의도 간 관계와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

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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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직의도

1. 이직의 개념

이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기업과 같은 조직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학에서뿐만 아니라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학자마다 이직의 의미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Price(1977)는 이직을 “사회시스템 내에서 구성원이 경계를 이동하는

것” 이라고 폭넓게 정의하였고, Mobley(1982)는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는 개인이 그 조직 구성원 자격을 종결하는 것” 라고 정

의하였다. Bluedorn(1982)은 담당하고 있던 현재의 업무를 그만두고 다

른 직무 또는 다른 조직으로 이동함으로써 고용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여기에 George & Jones(2012)는 이직을 조직으로부터 일

시적으로 이탈하는 결근(absenteeism)과 구분하여 영구적인 이탈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이직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구

성원이 고용이 종료되어 소속된 조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직은 그 자발성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조직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결정을 직원이 한 경우를 자발적 이직(voluntary turnover),

조직이 결정하였을 경우를 비자발적 이직(involuntary turnover)이라고

한다(Bluedorn, 1978).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대표적으로

사직이 있다. 비자발적 이익에 해당하는 유형은 규칙위반이나 계약기간

만료, 기업 환경의 악화 등의 사유로 조직의 필요로 고용주에 의해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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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되는 해고가 대표적이다. 또한 이직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

라 순기능적 이직(functional turnover)과 역기능적 이직(dysfunction

turnover)으로 분류할 수 있다(Dalton, Krackhardt & Porter, 1981). 순기

능적 이직은 구성원과 조직 모두가 이직에 긍정적인 경우이며, 역기능적

이직은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떠나기 원하지만 조직은 해당 구성원이 남

아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개인의 이직이 조직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를 말한다.

이직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자발적 이직을 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

는 비자발적 이직과는 다르게 자발적 이직은 조직에 유능한 인재의 유출

이라는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허준영 · 이건, 2015).

이직과 조직성과 간 관계를 보는 전통적 관점인 인적자본 관점에서는

이직과 생산성 간에 강한 부(-)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근로자들에게 체

화된 기업특유의 인적자본 축적이 근로자들의 성과를 결정한다(Strober,

1990). 이직은 결국 기업특유의 인적자본 축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

져오고 이는 성과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높은 이직률은 조직의 일상적

인 생산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이직함에 따라 유형적

지식뿐 아니라 묵시적 지식(Tacit Knowledge)의 소멸, 남아있는 근로자

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조직에 미치는 그 잠재적 손해

는 실제 추정 가능한 손해보다 더욱 클 것이다(나인강, 2011).

또한 이직은 비용편익 관점에서도 기업에 높은 비용을 초래한다. 이직

이 발생하여 신규 인력이 유입되었을 경우, 조직 입장에서는 신규 인력

이 이직한 기존 인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과 훈련, 자

원을 제공해야 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옥지호,

2014). 그러나 낮은 수준의 이직은 조직에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적절한 수준의 이직률은 조직의 유연성,

적응성, 근로 혁신을 향상시켜 조직의 활성화와 근무성과 향상을 가져올



- 7 -

수 있는 반면, 매우 낮은 이직률은 오히려 근로자의 기술 정체, 협소한

시야 등을 가져와 조직성과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Dalton & Todor,

197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직은 조직관리, 특히 인적자원관리에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직이 초래하는 비용·편익 등의 결과를 분

석하기보다는 이직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직의도의 개념

실제로 조직을 떠나는 이직과 달리,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이

직이라는 행위에 대한 의식적이며 심도 깊은 의지나 의향을 뜻하며, 현

재 속한 조직과의 고용관계를 끝내려는 생각과 고용될 다른 기업을 찾아

보는 의향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직원의 의지를 말한다(Mobley et al.,

1978).

이러한 이직의도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주는 대표적

인 변수로 다루어져 왔으며, 이직행위의 강력한 예측변수이자 선행요인

으로 제시되어왔다(Jung, 2010). 또한 많은 연구들이 이직의 대용변수로

이직의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직 현상을 연구하고자 할 때 실제 이직이

라는 변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직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종단적 연구 설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Dalton, Johnson, & Daily, 1999). 게

다가 실제로 이직한 다수의 사람을 표본으로 삼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나라와 달리 정규직에 대한 열망

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직을 택한 구성원의 수는 극히 적다.

또한 이직의도는 단순히 이직의 대용변수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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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진다. 조직구성원들은 이직을 즉흥적으로 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 점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구

성원들의 이직의도 증가는 해당 조직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함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하여 조직의 퍼포먼스를 낮출 수 있

다(steel, 2002). 실제로 호텔조직을 대상으로 한 Lam, Lo & Chan(2002)

의 연구에 의하면 인적서비스로 이루어진 호텔산업에서는 이직의도를 지

닌 직원이 많을수록 이들의 부정적 생각과 행동들이 호텔조직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경찰, 소방, 교정, 사

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직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허성욱 · 조일형,

2018). 이 외에도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직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

구(오재동 · 최상한, 2017), 개방형 직위 임용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

직의도 영향요인에 관한연구(유상엽 · 한승주 2017) 등이 있다.

<표 1> 공무원 이직의도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주요 변수

분석

방법
분석결과

오재동 ,

최 상 환

(2017)

지방공무원

-직무배태성

·적합성, 연계, 희생

-조직시민행동

·이타성, 양심성, 예

의성, 시민정신, 스

포츠맨십

다중

회귀

분석

직무배태성(적합성, 희생)

과 조직시민행동(스포츠맨

십)이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김 혜 지

외(2017)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조직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

정성

-공공봉사동기(조절변

수)

서열

로지

스틱

회귀

분석

조직공정성 인식은 이직의

도와 부(-)의 관계가 있다.

공공봉사동기는 절차공정

성 인식과 이직의도 관계

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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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자 ,

권 현 수

(2013)

사회복지전

담공무원

-직무긴장

·책임성 및 권한긴장,

업무과다긴장, 업무

수행긴장

-소진

·정서적 탈진, 개인적

성취감 결여, 비인격

화

구조

방정

식

책임감 및 권한 긴장은 이

직의도에 직접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이 때

정서적 탈진과 비인간화는

이직의도에 부문매개 역할

을 함. 업무과다긴장은 정

서적 탈진과 비인간화를

매개로 이직의도에 정(+)

의 역할을 미침

이선영 ,

이 홍 직

(2017)

사회복지전

담공무원

-개인적 특성요인

-직무 및 조직 특성 요

인

-소진 요인

-직장만족도 요인

다중

회귀

분석

소진의 하위요인 중 비인

간화 요인이 이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직장

만족도 요인 중에서는 직

무에 대한 만족도와 상사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구 경 렬

외(2015)
교정공무원

-폭력피해경험

·신체적 폭력, 경미한

말썽, 심리적 위축감

-탈진감

·정서적 탈진, 비인간

화, 업무성취감 감소

-역할특성

·역할모호, 역할과다

다중

회귀

분석

폭력피해경험(경미한 말

썽), 탈진감(정서적 고갈),

역할특성(역할모호성)이 이

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박정수 ,

진 종 순

(2016)

교정공무원

-직무탈진감

·소진, 냉소, 직무자

신감 감소

다중

회귀

분석

직무탈진감(소진, 냉소, 직

무자신감 감소)이 높을수

록 교정공무원의 이직의도

가 높아짐.

박정수 ,

진 종 순

(2016)

교정공무원

-직무스트레스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

계, 보상부적절, 직장

문화

다중

회귀

분석

직무스트레스(물리환경, 직

무요구, 관계갈등, 조직체

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강 훈

(2017)

해양경찰공

무원
-직무스트레스 요인

다중

회귀

분석

직무스트레스 요인중 대인

관계는 부적으로, 보상부적

절은 정적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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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환 ,

박 정 호

(2018)

재난안전분

야 공무원

(소방, 해양

경찰)

-스트레스

-일과 삶의 균형

로 지

스 틱

회 귀

분석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직의

도를 높임.

김광순 ,

지 동 하

(2017)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소진

로지

스틱

회귀

분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집단에서 이

직의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건강상태, 감정노동,

소진을 매개한 경우, 이직

의도가 감소함.

지동하.

최 미 숙

(2016)

소방공무원

-감정노동

-소진

-근무환경

로지

스틱

회귀

분석

소진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이직의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매

개변수(근무일수, 출동건

수, 건강상태, 감정노동

등)에 의해 이직의도가 감

소됨

박 성 수

(2015)

경찰기동대

원

-조직 침묵

·체념적 침묵, 방어적

침묵

-조직 냉소주의

·인지적 냉소, 정서적

냉소

다중

회귀

분석

체념적 침묵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조

직 냉소주의(정서적, 인지

적 냉소)는 이직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임창호 ,

김 영 수

(2017)

경찰공무원

-직무 탈진감

·정서적 고갈, 비인격

화, 개인성취감 감소

-상사, 조직 지원인식

구 조

방 정

식

비인격화가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침. 정서적 고갈 및

개인 성취감 감소는 상사

및 조직 지원인식에 영향

을 미치지만 상사 및 조직

지원인식은 이직의도에 유

의한 영항을 미치지 않음.

신 성 원

(2010)
경찰공무원 -직무스트레스

다 중

회 귀

분석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

나 설명력은 낮음.

박 성 수

(2016)
경찰공무원

-직무배태성

·적합성, 연계, 희생

공변

량구

조모

형분

석

직무배태성(희생, 직무적합

성)이 직무만족을 매개로

이직의도와 부(-)의 관계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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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들이 다

양한 변수와 연관되어 분석되어 왔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관련요인, 개인특성요인, 외부환경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다(Cotton

& Tuttle, 1986). 특히 연구의 대부분이 직무관련요인을 살펴보았다. 직

무 관련 요인에는 임금, 직무만족도, 직무반복성, 직무명확도, 동료에 대

한 만족도, 감독자에 대한 만족도, 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도 등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는 점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전반에 대

한 이직의도 영향요인을 다루어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논의

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보상

1. 보상의 개념

보상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업무

에 대한 보상은 종사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고, 직무에 대한 만

족을 높여주기도 하며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의 크기를 직업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로 둔다.

보상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승계(2013)에 따르면, 보상(reward)이란 기업과 종사자간 고용 관계에 근

거하여, 해당 기업을 위해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의 대가로 지불하

는 모든 금품과 서비스 및 급부를 의미한다. Milcovich(2016)는 보상을

고용관계의 일부로서 직원들이 받는 모든 형태의 금전적 대가 및 유형

(有形)의 서비스, 그리고 복리후생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Reynold(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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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상을 기업이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금전적·물질적 보수,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직무만족, 직무환경, 승진을 포함하는 훨씬 광범

위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Belcher(1982)는 보상을 조직과 개인 간 고용관계에 따른 거래라

고 정의하며,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는 경제적 거래, 심

리적 거래, 사회적 거래, 정치적 거래, 윤리적 거래가 있다. 첫째, 경제적

거래는 보상을 경제적 측면으로 보고, 종사자를 생산요소로 고용한 것에

대한 지불가격으로 보는 것이며, 둘째, 심리적 거래는 임금과 직무만족을

얻으려는 종사자의 교환행위이다. 셋째, 사회적 거래는 종사자는 자신이

받는 보상을 조직 내외에서 생활함에 있어 지위의 상징으로 여긴다는 것

이며, 넷째, 정치적 거래는 기업, 종사자, 기업 내 소집단, 노조 등이 거

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거래는 보상의 공

정성을 말한다.

이상의 연구들이 제시한 보상의 개념을 종합해본다면 보상은 기업이

고용관계에 있는 종사자에게 그들이 기여한 공헌에 대한 경제적, 비경제

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대가이며, 동시에 고용관계의 유지·변경, 나아

가 종사자의 태도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상의 구성요소

여러 학자들은 또한 보상의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Guzzo(1979)는 보상

을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으로 나누었다. 외재적 보상은 보수나 승

진 같이 외부에서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으로 승진, 보수, 성과급,

후생복지, 신분보장 등을 말하고, 내재적 보상은 업무를 수행하며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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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 재미, 자아실현 등 내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을 말한다. Milkovich

& Newman(1984)는 보상을 지급되는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급여,

성과금 등 현금으로 직접 받는 ‘화폐적 보상’과 연금, 의료지원, 휴가 등

의 이득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비화폐적 보상’으로 구분

하였다.

Kerr(1988)은 이전까지 보상을 그 외부적 형태에 따라 단순히 두 가지

로 분류하던 것에서 벗어나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총 4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금전적 보상, 직무적 보상, 특권적 보상, 복합적 보

상이 있다. 먼저, 금전적 보상(financial reward)은 기본적이고 흔한 형태

의 보상으로, 조직에서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임금, 보너스, 기타 여러 가

지 후생복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금전적 보상은 가장 오래되었고 기본적

인 형태이지만 여전히 조직원의 행동에 가장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

상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돈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

해진 오늘날, 금전적 보상은 개인과 가족이 삶을 영유하게 해주는 경제

적인 생계의 원천이자, 생활수준의 향상과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은 조직원들이 의욕적으로 근로에 임할 수 있게 하

며, 결국 생산성의 향상과도 관련이 있다(우제구, 2013).

직무적 보상(job content reward)은 종사자가 직무수행 자체를 통해서

만족감, 성취감 등의 보상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 충실화(job

enrichment)이론에서 직무 수행에 있어 도전적 직무수행의 기회, 직무수

행에 대한 자율성의 부여 등이 종업원에게 중요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Hackman & Oldham, 1980). 이러한 효과가 나오도록 직무설계를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으며, 이러한 직무설계는 특히 교육 수준이 높고

고차원적인 욕구가 높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김재곤, 김기영, 2016).

특권적 보상(prestige reward)은 조직원에게 특별히 좋은 환경의 사무

실이라든가 기사가 달린 회사차량 제공, 관저 제공 등 사회적 신분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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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낼 수 있는 보상을 말한다. 이처럼 사회적 선망이 될 수 있는 특정한

사무실이나 차량 등은 지위와 권력을 나타내기에 이 또한 하나의 보상으

로 간주된다(장정은, 2013). 다시 말해 특정한 성과를 이루어낸 조직원에

게 칭찬이나 표창, 직책부여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공식

적 보상을 의미한다.

복합적 보상(combination reward)이란 앞서 살펴본 금전적, 직무적, 특

권적 보상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보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는 금전적 보상이 많아짐과 동시에 직무의 성격과 책임의 정도가 변화하

고, 특권이 증가하는 ‘승진’이 있다. Kerr(1988)은 복합적 보상을 자신의

발전과 미래성장에 관련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이진규(2001)의 보상에 대한 분류는 위의 관점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보상을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인센티브로 구

분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금전적 보상은 월급, 보너스를 포함하는 화폐

적 직접보상과 보험, 문화시설 등 전반적인 후생복지를 포함하는 비화폐

적 간접보상으로 구분한다. 비금전적 보상은 자기계발 기회, 승진 기회

등을 포함하는 직무관련보상과 근로시간, 근무환경 등을 포함하는 직무

환경 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는 위의 금전적, 비금

전적 보상의 특징을 모두 가지면서 부가적 성격을 지닌 보상을 의미한

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보상의 수단에 따른 구분은 다양하나, 종사

자가 보상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지를 기준으로 크게 금전적 보상

(보수, 후생복지 등)과 비금전적 보상(자기계발 기회, 승진, 직무환경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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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의 기능

1) 기대이론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물질적 동기부여로서의 보상은 기대이론

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은 동기유발의 과

정이론으로 동기유발의 과정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개인이 어떤 행

동을 할 때, 자신이 노력한 정도에 따른 성과를 기대하며, 그 기대를 실

현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결정한다는 동기이론이다. 다시 말해 기대이론

에서는 ‘노력’은 ‘동기유발’의 결과로 나타나며, ‘성과’는 ‘노력’의 결과로

서 만들어진다고 본다.

Vroom은 동기 부여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고, 관리자는 이 요

소들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세 가지 요인은 기대감

(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의성(Valence)이다. 기대감

(Expectancy)은 열심히 일하면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며, 수단성(Instrumentality)은 높은 성과를 달성하면 더 나은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유의성

(Valence)은 성과 달성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 개인에게 매력적인 정

도를 말한다. 여기서 동기부여는 위 세 요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결국 기업은 개인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개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하면 성과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

여함과 동시에, 성과 달성 시 기대하는 보상을 줄 수 있는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그 보상은 개인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도

록 해야 하는 것이다.

2) 보상의 역할과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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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조직이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을 주

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조직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유지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보상은 조직체가 자신의 전략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영 수단의 하나인 것이다(김재곤 &

김기영, 2016).

보상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Taylor(1919)는 보

상이 만족과 성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으며,

Herzberg(1966)은 보상을 위생요인으로서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의 가

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Hamel(1990)은 조직의 핵심 경쟁력은 조

직의 임금제도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특히 보상의 기능은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 또는 생산성(조직성과) 차

원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 Kanungo(1988)는 보상이 조직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유인하고, 그러한 구성원들이 좀 더 도전적인

일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할 뿐만 아니라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Prahaland & Locke(1976)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도구 중 금전적 보상을 활용하는 것이 조직

의 생산성 증대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Lee(1971)는 조

직의 보상정책 및 승진에 대한 불만이 조직몰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국내연구들의 경우, 고종욱·장인봉(2004)의 연구에서는 민간

부분의 경우 외재적 보상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왕영계(2013)의 연구에서는 보상 유형을 직무적 보상, 금전적 보

상, 특권적 보상으로 분류하여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는데, 그 결과 금전적 보상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특권적 보상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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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돈(2002)의 연구에서는 외적보상의 증가가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조직만족의 증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직무만족을 증가시킴을 보이고 있다. 조경호(2009)의 연구에서는 공무원

의 후생복지 만족도가 생산성(직장생활만족도, 조직몰입도, 직무스트레

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였는데, 후생복지 만족도가 낮을

수록 낮은 직장생활만족도와 조직몰입 그리고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야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상은 종사자의 경제적, 비경제적 영역 모두에서의 만족감과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조직 전반의 분위기 및 성과로도 이

어진다. 결국 보상이 갖는 의미는 조직이 종사자에게 지불해야만 하는

단순한 인센티브의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심사숙고 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직 정책적 요소인 것이

다.

4. 보상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조직의 보상제도는 구성원들이 다른 조직으로 이직을 할 것인지, 아니

면 현 조직에 계속 남을 것인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Hulin,

Roznowski, & Hachiya, 1985; Lawler, 1973). 구성원은 자신이 받고 있

는 보상을 같은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 또는 조직 외부 구성원들과 비교

를 하는데, 특히 조직 외부 구성원들과의 비교가 이직과 관련하여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갖게

되는 보수에 대한 박탈감이 이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박탈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정병재, 2002; 허성욱, & 조일형, 2018). 그리

고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에서 여러 종류의 보상 중 특히 임금이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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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과 같은 외재적 보상이 이직률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나타내고 있

다(Porter & Steers, 1973). 또한 구성원들의 능력, 공헌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직

률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Schuster & Zingheim, 1992).

보상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상당 수 존재한다.

구본학, 정희경, 한희섭(2016)는 서울지역 호텔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보상이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다. 구체적으로 감정적 보상인 인정과 물질적 보상인 인증서, 상여금,

휴가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

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

회복지사의 보상인식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살펴 본 설진화, 이재현

(2010)의 연구에서는 보상에 대한 인식과 이직의도는 부(-)의 관계를 가

졌으며, 보상유형별로는 금전적 보상과 직무적 보상이 이직의도에 부(-)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병재(2002)의 연구는 임금에 대한 만족도, 성

과급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복합적 보상에 속하는 진급에 대한 만족도

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반면,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IT 인력을 대상으로 한 하운초, 유홍성(2015)의 연구에서는 보상,

복리후생 및 경력개발에 대한 지원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외재적

보상이나 금전적 보상의 유형, 그리고 직무적 보상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대다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특권적 보상 등의 유형에 해당하는 요인들의 이직의도에 대해 유

의한 영향력을 갖는지 여부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많은 연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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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러 종류 보상 중에서도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의 외재적 보상이 이

직률에 큰 영향을 준다고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임금수준과 이직률의

높은 상관관계에 대한 주장이 많다(Porter & steers, 1973; Price, 1977;

Blau, 1973; Fry, 1973; Lawler, 1981).

이상의 이론들과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양한 직종에서 전반적으로

보상의 수준이 높거나 보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보상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공공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보상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

역시 앞에서 살펴본 관계들의 방향과 유사할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보상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가정하였고, 보상의 하위변인은 Kerr(1988)의 분류방식과 이진규

(2001)의 분류방식을 참고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Kerr(1988)의 보상 유

형은 최근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진규(2001)의 분류는 보

상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Kerr(1988)의 4가지 보상 유형 중 금전적 보상은 이진규(2001)의 그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가지의 보상유형 또한 이진규(2001)의 비

금전적 보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상의 유형

을 금전적 보상(보수, 후생복지)와 비금전적 보상(승진, 교육기회, 직무환

경 등)으로 분류하였다. 공무원의 보상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가설 1과 그 하위가설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가설 1)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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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금전적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절 공공봉사동기

1. 공공봉사동기의 개념

공공봉사동기(PSM) 이론은 Perry & Wise(1990)에 의해 처음 제시되

었다. 공공봉사동기의 개념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

는 특유한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의미는 유사하다. 공공봉사동기의 의미에 대해 Perry

& Wise(1990)는 “정부기관과 공공조직에 고유한 또는 이에 우선적인 기

반을 둔 동기에 부응하려는 개인의 경향”이라고 정의하였고, Gabris &

Simo(1995)는 “공무원이 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열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Brewer & Selden(1998)은 “공공부문에서 우

선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있는 공공봉사를 수행하려는 동기”라고 말하였

다. 이처럼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공익의 추구,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이라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봉사동기는 앞서 말했듯 민간부문과 구별되는 공무원들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개념이었던 만큼, 초기 공공봉사동기 연

구는 주로 정부조직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Bozeman & Su, 2015).

그러나 공공봉사동기 연구가 확산되면서, 공공봉사동기를 정부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조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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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ey & Steinbauer(1999)는 공공봉사동기를 “지역공동체, 국민과 국가

및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기”로 정의함으로써 본

개념을 공공부문 종사자에 한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의미로 사

용하였다. Perry, Hondeghem, & Wise(2010)도 공공봉사동기가 공공부문

종사자 특유의 동기를 설명하는 개념인 것은 맞으나, 이를 반드시 공공

부문 종사자들에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봉사동기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Perry & Wise(1990)는 그

개념을 합리적(rational)동기, 규범적(norm-based)동기, 정서적(affective)

동기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합리적 차원은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 하려는 동기를 말하며,

이때 효용 극대화는 개인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규범적 차원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공공선(公共善) 및 공익을 증진하려는 동기이며, 정서적 차원은

자기희생, 동정심, 애국심 등과 같은 인간의 감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모

든 권리를 보호하려는 동기이다. 이 세 가지 차원 중 하나의 차원에 의

해 모든 종사자들이 동기부여 되는 것은 아니다(고원형, 2011), 세 가지

차원의 동기들은 서로 중복되며, 개인은 단위 행위에 기여하는 합리적,

규범적, 정서적 동기를 모두 가질 수 있다(Brewer et al, 2000).

2.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의 관계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많지 않다.

먼저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영균(2014)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정적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Campbell & Im(2016)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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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한국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

데, 공공봉사동기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Shim et al(2017)의 연구는 한국의 일선 관료를 대상으로 직무

소진, 직무 요구 그리고 공공봉사동기의 공동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공공

봉사동기가 이직의도와 직접적인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살펴본

강동철(2016)의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의 하위 변수인 “공익을 위한

헌신”, “측은지심”. “자기희생” 중 어떤 변수도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봉사동기가 이직

의도를 감소시킨다는 대표적 연구인 Naff & Crum(1999)의 주장과 상치

하는 결과인데, 표본의 구성이 연방공무원이고 대(大)표본이며, 회귀분석

을 활용한 Naff & Crum(1999)의 연구와 달리 해당 연구는 표본구성이

지방공무원이며 소(小)표본이고 경로분석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강동철, 2016). 이준태, 하규수(2014)의 연구에서는

전력공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자를 중심으로 공공봉사동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전력공기업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는 이

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분석에 이

용한 자료가 확률적인 표본추출방법이 아닌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임의

추출의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이준태 &

하규수, 2014).

국외의 경우 Naff & Crum(1999)의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가 미연

방공무원의 이직의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Stejin(2006)의 연구에서도 네덜란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

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미국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Bright(2008)의 연구에서는 개인

-조직 적합성(P-O fit)을 고려하는 경우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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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5)의 연구에서는 공공

봉사동기의 4개의 하위 차원 중 자기희생 차원은 오히려 이직의도와 긍

정적 관계가 있었다.

<표2>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 연구

결과변수
국내(김상묵, 2018) 세계(Ritz et al., 2016)

빈도 부정(-) 없음 긍정(+) 빈도 부정(-) 없음 긍정(+)

이직의도 5 3 1 1 11 4 7 0

이직의도를 결과변수로 둔 공공봉사동기의 국내외 연구 결과를 정리하

면 <표2>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 간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중 몇몇은 중립적이거나 복합적인 결과가 나타

난 경우도 있으나, 공공봉사동기가 이직의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상묵, 2018; Ritz, Brewer & Neumann, 2016).

공공봉사동기는 또한 전반적으로 조직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반면 긍정적인 효과는 증가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김서용 · 김선희, 2015). 특히 이직의도와 관련성

이 높다고 여겨지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에 대해서는 공공봉사동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김상

묵, 2018; Ritz, Brewer & Neumann,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연구결과와 함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도 공공봉사동기가 높을수록 이

직의도가 감소한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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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 역시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왕태규 · 조성한 · 주영종(2018)은 AMO(Ability, Motivation,

Opportunity)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공무원의 역량, 동기, 기회와 조직성

과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회’에 대해서

만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직자들이 공직에 능

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거나 스스로 업무조절능력이 있을 때 공공봉사동

기가 더욱 조직성과를 증진시키는 조절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왕태

규, 조성한, 주영종, 2018). 김소희 · 김서용(2018)은 일선관료들의 서비스

지향과 행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특히 공공봉사동기의 직접효과와 조

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공공봉사동기의 세 가지 하위차원인 공공가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의 영향력을 따로 살펴보았는데,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그 중 자기희생만이 서비스 훈련-서비스 행동, 직무만족-서비스 지향 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최선미 · 홍준형 · 이재완(2016)의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가 공정

한 처우와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갖고, 레드테이프

와 직무몰입의 관계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직의도와 그 영향요인 사이에서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본

Shim et al(2017)의 연구는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요구 변수인 업무 과부

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조절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는 아니지만, 안선민 · 이수

영(2017)은 공공성 지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직

접고용비정규직의 비율이 자발적 이직을 증가시키는 관계에서 조직이 공

공성을 지향할 때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직 공공봉사동기가 보상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조절



- 25 -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기

반도 약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다수의 연구에서 공공봉사동기는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의도 영향요인과 이직의

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미루어

보아 공공봉사동기는 보상의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보상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있어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가설 2) 공무원의 보상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

봉사동기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2-1) 공무원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은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2-2) 공무원의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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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을 대상으

로 보상인식(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공공봉사동기가 그 영향에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을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조절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보상인식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공공봉사동기

이직의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속유형 성별 연령 직급

(계급)학력 혼인상태 근무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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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금전적 보상 · 비금전적 보상의 2

가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공공봉사동기를 조절변수로 하는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한편 소속유형 · 성별 · 연령 · 직급 · 학력 · 혼인상태 ·

근무 연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제 2절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016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1년

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 수립과 운용

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는 중앙부처 42개, 광역자치단체 1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추출은 다단계 층화추출법(1차 층화: 기관유형, 2차

층화: 종사자 수)을 활용하였다. 기관별 정원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2016년 8월 기준)을 활용하였

고,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자치법규시스템(2016년 8월 기

준)을 통한 정원 조례를 활용하였다(조일형, 2016). 최종적으로는 국가공

무원 1340명, 지방공무원 730명의 설문응답을 확보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2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면접

원에 의한 1:1 면접조사(자기기입방식 허용) 및 우편조사를 통해 수행되

었다(조일형, 2016).

최종적으로 수집된 유효한 표본을 대상으로 기록상의 누락 및 오류를

확인하는 에디팅(Editing)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오픈문항으로 입력된 데

이터는 부호화 작업인 코딩(Coding)을 거쳤다. 전체적인 데이터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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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류를 확인하는 데이터검증(Data Cleaning) 과정을 거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 3절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로 설정한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2016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이직의도에 대한 설문문항을 이용하였다. 2016년 공직생활

인식조사의 이직의도 설문문항은 Mobley(1982)의 연구와 Brown &

Peterson(1994)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직의도

에 대한 설문문항은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

만, 2016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의 자료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대(大)표본이고 체계적인 자료수집 과정을 거친 만큼 활

용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하였다.

[표 3] 종속변수 설문 문항

2. 독립변수

1) 보상인식

구 분 설문 문항 측 정

이직 의도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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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보상은 공무원의 보상인식과 관련된 질문으로서,

Kerr(1988)이 분류한 보상유형을 토대로 한 김재곤 & 김기영(2016)의 연

구와 설진화 & 이재현(2010)의 연구에 사용된 질문 문항과 이진규(2001)

의 보상유형을 토대로 한 임동관(2018)의 연구에 사용된 질문문항을 활

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에 대한 인식에 관해 묻는 질문으로

는 임금의 적정 수준 상승, 복리후생의 개선, 교육비 지원이 있다. 비금

전적 보상에 대한 인식에 관해 묻는 질문으로는 직업의 안정성, 승진의

공정성, 적절한 승진의 기회, 기관 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의 설문문항 중 각 유형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4] 보상인식 요인 하위 설문 문항

보상 인식에 대해 다수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므로, 보상인식 측정도구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보상인식(금전적 보상, 비금

전적 보상) 8개 문항에 대해 Chronbach's Alpha 계수를 분석하였다.

구 분 설문 문항 측정

보

상

인

식

금전

적보

상

선택형 복지제도 혜택은 실제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는 민간기업(대기업체 수준)과 비교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5점 척도

내가 받는 보수는 내 업무성과에 비추어 적정하다 5점 척도

내가 받는 보수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직원(대

기업체 수준)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다
5점 척도

비금

전적

보상

나는 공직의 안정성에 대해 만족한다 5점 척도

우리 기관의 승진절차는 적절하다 5점 척도

우리 기관에서 승진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점 척도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훈련/능력발전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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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reliability)는 유사한 측정도구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

념에 대한 측정을 반복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한

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들이 내적 일관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지수 중 하나인 Ch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측정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데이터의 경우, Ch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상인식에 대한 8개의 문항을 2개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신뢰도 계

수는 모두 0.6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전적

보상 인식이 0.759, 비금전적 보상 인식이 0.652로 나타났다.

3. 조절변수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

조사 중 공공봉사동기에 관한 설문문항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내

용은 [표 5]와 같다. 2016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사용된 공공

봉사동기를 묻는 설문은 공공봉사동기의 개념을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 “공익에 대한 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으로 구분하고 총 16가

지 문항을 구성한 Kim et al, (2012)에서 9가지 문항을 사용한 형태이다.

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9가지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

의 평균값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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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절변수 하위 설문 문항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여겨

지는 소속기관 유형, 성별, 혼인상태, 연령, 직급, 교육수준, 재직기간 이

라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표 6] 통제변수 하위 설문 문항

구 분 설문 문항 측정

공

공

봉

사

동

기

공공정

책결정

에

대한

호감

공익에 봉사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5점 척도

공공서비스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5점 척도

공익에

대한

몰입

공공서비스는 시간/노력이 들더라도 민주적으로 결정되어

야 한다
5점 척도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
5점 척도

공공정책을 개발할 때 미래세대의 이익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5점 척도

동정심

나는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

낀다
5점 척도

나는 국민들이 불공정한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 5점 척도

자기희

생

나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5점 척도

나는 사회를 돕기 위해 개인적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5점 척도

구 분 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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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유형은 크게 국가(행정부)와 지방(광역자치단체)로 구분되며

국가소속 = 1로 코딩하였으며, 지방소속 = 0으로 코딩하였다. 성별의 경

우 남자 =1, 여자 = 0으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세대별로 측정하고자 하

였으며 20대 = 1, 30대 = 2, 40대 = 3, 50대 이상 =4 로 구분하였다. 직

급은 현재 직급을 측정하였으며 2급 = 2, 3급 = 3, 4급 = 4, 5급 = 5, 6

급 = 6, 7급 = 7, 8급 = 8, 9급 = 9로 코딩하였다. 학력도 입직 당시가

아닌 현재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고졸 이하 = 1, 전문대학 졸업 =

2, 4년제 대학 졸업 = 3, 대학원 석사 졸업 = 4, 대학원 박사 졸업 = 5로

코딩하였다. 혼인상태는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의 구분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기혼과 미혼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혼 = 1, 미혼 =

0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직기간은 조사가 이루어진 2016년에서

개인이 기입한 입직년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5년 이하 = 1,

6년 ~ 10년 = 2, 11년 ~ 15년 = 3, 16년 ~ 20년 = 4, 21년 ~ 25년 = 5,

25년 이상 = 6으로 코딩하였다.

통

제

변

수

소속기관

유형
① 국가(행정부)       ② 지방(광역자치단체)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만) _________세 

직급(현

재)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7급     ⑧ 8급     ⑨ 9급   

학력(현

재)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학 졸업                  

③대학(4년제) 졸업

④ 대학원 석사 졸업     ⑤ 대학원 박사 졸업     

혼인

상태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공무원입

직년도

(재직기

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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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 대상인 공무원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수집한 자료가 가설 검정을 하기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표본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가설 검증하기 이전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자 한다. 보상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최종적

으로는 보상인식을 독립변수로,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공공봉사동기를

조절변수로 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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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절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활용된 2016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의 표본인

2070명의 공무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표본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 도 비 율(%)

소속 유형
행정부 1340 64.7

광역자치단체 730 35.3

성 별
남자 1312 63.4

여자 758 36.6

연 령

20대 191 9.2

30대 817 39.5

40대 795 38.4

50대 이상 267 12.9

혼인상태
미혼 516 24.9

기혼 1554 75.1

학 력

고졸 이하 60 2.9

전문대학 졸업 113 5.5

대학(4년제) 졸업 1499 72.4

대학원 석사 졸업 365 17.6

대학원 박사 졸업 33 1.6

직 급

2급 1 0.1

3급 27 1.3

4급 118 5.7

5급 468 22.6

6급 596 28.8

7급 596 28.8

8급 162 7.8

9급 10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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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소속유형은 행정부 1.340명(64.7%), 광역자치단체 730명

(35.3%)으로 나타났다. 성별분포는 남자 1,312명(63.4%), 여자 758명

(36.6%)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대는 191명(9.2%), 30대는 817명

(39.5%), 40대는 795명(38.4%), 50대 이상은 267명(12.9%)로 이루어져 있

었다. 혼인 상태는 미혼인 자가 516명(24.9%), 기혼인 자가 1,554명

(75.1%)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고졸 이하가 60

명(2.9%), 전문대 졸업이 113명(5.5%) 4년제 대학 졸업이 1,499명

(72.4%), 대학원 석사 졸업이 365명(17.6%), 박사 졸업이 33명(1.6%)로

나타났다. 직급의 경우 2급이 1명(0.1%), 3급이 27명(1.3%), 4급이 118명

(5.7%), 5급이 468명(22.6%), 6급이 596명(28.8%), 7급이 596명(28.8%), 8

급이 162명(7.8%), 9급이 102명(4.9%)로 나타났다. 재직 기간은 5년 이하

가 263명(22.4%), 6년~10년 398명(19.2%), 11년~15년 408명(19.7%), 16년

~20년 259명(12.5%), 21년~25년 295명(14.3%), 26년 이상은 247명(11.9%)

로 나타났다.

제 2 절 주요 변수의 특성

1. 종속변수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측정에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재직기간

5년 이하 463 22.4

6년 ~ 10년 398 19.2

11년 ~ 15년 408 19.7

16년 ~ 20년 259 12.5

21년 ~ 25년 295 14.3

26년 이상 247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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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최솟값은 1이고 최댓값은 5이다. 이직의

도의 평균은 2.847343으로 이직 의향이 보통수준(3점)보다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표8]과 같다.

[표 8] 종속변수 기초통계량

2. 독립변수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보상인식은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 이라

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 4가지 설문문항

을 활용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솟값은 1이고 최댓값

은 5이다. 그런데, 회귀분석 단계에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문항으로 이루어진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은 각 설문문항들의 응

답 값의 평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9] 독립변수 기초통계량

보상인식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금전적 보상의 평균은

2.656522로 보통의 응답값인 3보다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냈다. 반면 비

금전적 보상의 평균은 3.163406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값을 나타냈다.

즉. 보수나 후생복지 등의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이직의도 2.847343 1.073824 1 5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보상인식

금전적 보상 2.656522 0.6720304 1 5

비금전적

보상
3.163406 0.568757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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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직업의 안정성이나 교육기회 및 승진같은 비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절변수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PSM)는 9개의 문항을 활용하였으

며 이 역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최솟값은 1이고 최댓값은 5이

다. 공공봉사동기도 다문항으로 이루어져있기에, 이들 문항의 평균값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표 10]과

같다.

[표 10] 조절변수 기초통계량

공공봉사동기의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값이 3.796028로 보통

수준인 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0.5183915로 다른 주요변

수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의 공공봉사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통제변수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소속기관 유형,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현

재), 재직기간, 직급(현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

용은 [표 11]과 같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공공봉사동기 3.796028 0.51839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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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통제변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 사용된 2016년 공직생활 인식조사에서 가져온 통제변수들은

단순 분류만 한 명목척도가 아니라 상대적 크기에 따라 배치한 서열척도

에 해당되기에 상대적인 크기 차이를 이야기 해 볼 수 있다.

소속기관 유형의 평균은 0.647343으로 0.5보다 크게 나타난 것을 보아

중앙행정기관(1)에 속하는 공무원이 광역자치단체(0)에 속한 공무원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의 평균도 0.6338164으로 0.5보다 크게

나타나 남자(1)가 여자(0)보다 많았다. 혼인상태의 평균은 0.2492754로

미혼(1) 보다 기혼(0)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령 평균은

2.549758, 학력 평균은 3.095652, 재직기간의 평균은 3.128502, 직급의 평

균은 6.211111로 나타났다.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상관분석을 하는 이유는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진단하기 위함이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안 된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소속기관 유형 0.647343 0.4779125 0 1

성별 0.6338164 0.4818769 0 1

연령 2.549758 0.8308849 1 4

혼인상태 0.2492754 0.4326981 0 1

학력 3.095652 0.6337766 1 5

재직기간 3.128502 1.685496 1 6

직급 6.211111 1.25692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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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회귀분석의 전제가정이다. 만약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고 회귀계수 추정치의 신뢰성과 안

정성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상관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독립 변수 및 조절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0.42 이하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

진다고 보는 기준인 0.7 이상의 값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와 각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

두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 독립변수 중 금전적 보상의 상관계수 값은

-.232(p<0.01)로 나타났으며, 비금전적 보상의 상관계수 값은

-0.317(p<0.01)로 나타났다. 둘 모두 이직의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 역시 유의한 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상관계수 값은 -0.115(p<0.01)로 나타났

다. 이직의도와 공공봉사동기도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과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소속유형의 상관

계수는 0.078(p<0.01)로 나타났고, 성별의 상관계수는 -0.052(p<0.05)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상관계수는 0.135(p<0.01)로 나타났다. 연령

의 경우, 상관계수가 -0.185(p<0.01)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재직기간의 상관계수는 -0.199(p<0.01)로 이 또한 이직의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의 상관계수는

0.049(p<0.05)로 이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직급의 경우에도

상관계수가 0.122(p<0.01)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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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요변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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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유형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재직기간 직급 금전적 
보상

비금전
적보상

공공봉사
동기

이직의도

소속기관
유형

1

성별 -0.034 1

연령 -0.148** 0.239** 1

혼인상태 0.077** -0.230** -0.501** 1

학력 0.036 0.064** 0.062** -0.082** 1

재직기간 -0.173** 0.119** 0.804** -0.488** -0.041 1

직급 -0.122** -0.244** -0.448** 0.291** -0.220** -0.427** 1

금전적 
보상 -0.200** -0.038 0.107** -0.043* -0.049* 0.148** 0.020 1

비금전적 
보상 0.008 0.094** 0.029 -0.016 -0.004 0.049* -0.051* 0.421** 1

공공봉사
동기 -0.022 0.048* 0.100** -0.107** 0.063** 0.111** -0.081** 0.042 0.218** 1

이직의도 0.078** -0.052* -0.185** 0.135** 0.049* -0.199** 0.122** -0.232** -0.317** -0.1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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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모형 평가 및 가설 검증

본 연구는 보상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에

있어서 공공봉사동기(PSM)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는 통제변수만을, 2단계에서

는 통제변수와 함께 독립변수인 보상인식을, 3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독

립변수 그리고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PSM)를, 마지막 4단계에서는

통제변수 · 독립변수 ·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을 포함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4단계에서처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인 상호작용항을 독립

변수 · 조절변수와 함께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하는 경우 이들 간에 선형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평균집중화(mean-center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1. 다중공선성 진단

여러 개의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다중공

선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

(Tolerance)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VIF)가 10이

상일 때, 공차한계가 0.1이하 일 때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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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표 13]과 같다. 다중공선성 진

단 결과, 모든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는 10보다 낮았으며 공차한계

역시 0.1 이상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계수가 가장높고 공차한계가 가장

낮은 변수는 재직기간으로 분산팽창계수가 3.24의 값을 나타냈고, 공차한

계는 0.308905의 값을 나타냈다.

2.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먼저 [표 14]와 같다. [표 14]는 본격적인 회귀분석에 앞서 보상의 유

형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1에서는 개인적 특성이 이직의도에 차이를 발생시키는지를 살펴보

변수 분산팽창요인(VIF) 공차한계

소속기관 유형 1.13 0.881610

성별 1.16 0.858734

연령 3.20 0.312259

혼인상태 1.42 0.701925

학력 1.10 0.906459

재직기간 3.24 0.308905

직급 1.48 0.677652

금전적 보상 1.35 0.738574

비금전적 보상 1.39 0.717627

공공봉사 동기 1.10 0.909994

금전적 보상×

공공봉사동기
1.46 0.686282

비금전적 보상×

공공봉사동기
1.51 0.6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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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소속기관 유형,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재직기간, 직급을 설

명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중 소속기관

유형( = 0.056, p<0.05), 혼인상태( = 0.043, p<0.1), 학력( = 0.064,

p<0.01), 재직기간( = -0.096, p<0.05), 직급( = 0.066, p<0.05)이 이직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중앙행정기관 소

속의 공무원이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보다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은 공무원이 혼인을 한 공무원보다 이직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아지며 재직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모형 2에서는 조직 인력관리의 주 요소 중 하나인 보상에

대한 인식을 모형1에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2의 회귀분

석 결과는 모형1과 비교했을 때, 회귀식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했으며 보

상인식이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모형 3에서는 모형2에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PSM)를 상

호작용항을 제외하고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새로 추가한 조

절변수 공공봉사동기( = -0.054, p<0.05) 또한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서는 조절변수 공공봉사동기(PSM)뿐만 아니라 공

공봉사동기와 보상인식의 상호작용항을 모형3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는 모형3에 나타났던 결과와 동일하며, 공봉사동기와의

상호작용항 ‘보상인식 × 공공봉사동기’( = -0.065, p<0.01)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봉사동기가 높을수록 보상인식이 이직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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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직의도가 더 낮아진다.

[표 14]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1

*p<.1, **p<.05, ***p<.01

아래 <그림 2>는 위의 회귀분석 결과에 나온 보상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확

인하기 위해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PSM 값이 4이상)과 낮은 집단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 2.423*** 4.206*** 4.567*** 2.394***

통

제

변

수

소속기관 유형 0.056** 0.025 0.025 0.027

성별 -0.005 0.003 0.004 0.008

연령 -0.051 -0.061* -0.062* -.0066*

혼인 상태 0.043* 0.051** 0.048** 0.045*

학력 0.064*** 0.058*** 0.062*** 0.063***

재직기간 -0.096** -0.052 -0.048 -0.048

직급 0.066** 0.070*** 0.069*** 0.069***

독립

변수
보상인식 -0.302*** -0.295*** -0.278***

조절

변수
공공봉사동기 -0.054** -0.061***

상호작

용항

보상인식 × 

공공봉사동기
-0.065***

통계량

  0.0501 0.1389 0.1416 0.1455

   0.0469 0.1355 0.1379 0.1414

F 15.54 41.55 37.77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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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값이 4 미만)으로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림 2>

두 집단 모두 보상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보상인식이 긍정적일

수록 이직의도가 좀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보상의 하위요인과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와 이에 대한 공공

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앞선 분석의 독립변수

인 ‘보상인식’을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구체화하여 독립변

수로 투입하였다.

[표 15] 모형1은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내용은 같다.

두 번째로, 모형 2는 보상의 하위요인의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

본 것이다. 그 결과, 소속기관 유형( = 0.044, p<0.05), 연령( = -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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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혼인상태( = 0.052, p<0.05), 학력( = 0.060, p<0.01), 직급( =

0.063, p<0.05), 금전적 보상( = -0.088, p<0.01), 비금전적 보상( =

-0.27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형1과 비교했을 때, 연령이 유의미해졌으며 재직기간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 모두 그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에 따라 연구 설계에서 제시한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1과 1-2모두

채택되었다.

세 번째, 모형3 역시 보상의 하위요인과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공

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는 소속기관 유형( =

0.043, p<0.05), 연령( = -0.069, p<0.1), 혼인상태( = 0.050, p<0.05),

학력( = 0.062, p<0.01), 직급( = 0.063, p<0.05), 금전적 보상( =

-0.091, p<0.01), 비금전적 보상( = -0.265, p<0.01)로 모형2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 새로 추가한 조절변수 공공봉사동기는 이직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서는 공공봉사동기와 금전적 보상, 그리고 공공봉

사동기와 비금전적 보상의 상호작용항을 모형3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공공봉사동기의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제외

하고는 모형3에 나타났던 결과와 동일하였다. 모형3에서와 달리 모형4에

서는 공공봉사동기( = -0.045, p<0.0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공봉

사동기와의 상호작용항 중에서는 ‘비금전적 보상 × 공공봉사동기’( =

-0.077, p<0.01)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2가 지지되었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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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2

*p<.1, **p<.05, ***p<.01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 2.423*** 4.421*** 4.640*** 2.418***

통

제

변

수

소속기관 유형 0.056** 0.044** 0.043** 0.043**

성별 -0.005 0.018 0.018 0.021

연령 -0.051 -0.069* -0.069* -.071**

혼인 상태 0.043* 0.052** 0.050** 0.046*

학력 0.064*** 0.060*** 0.062*** 0.062***

재직기간 -0.096** -0.057 -0.055 -0.055

직급 0.066** 0.063** 0.063** 0.064***

독립

변수

금전적 보상 -0.088*** -0.091*** -0.089***

비금전적 보상 -0.273*** -0.256*** -0.246***

조절

변수
공공봉사동기 -0.043 -0.045**

상호작

용항

금전적 보상 × 

공공봉사동기
0.007

비금전적 보상 × 

공공봉사동기
-0.077***

통계량

  0.0501 0.1514 0.1525 0.1575

   0.0469 0.1477 0.1484 0.1526

F 15.54 40.85 37.06 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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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실시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공공봉사동기(PSM)의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공

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PSM 값이 4 이상)과 공공봉사동기가 낮은 집단

(PSM 값이 4 미만)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출된 그래프는 아래 [그림 3]와 같다.

[그림 3] 공공봉사동기와 비금전적보상의 상호작용 그래프

[그림 3]는 비금전적보상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공봉

사동기가 갖는 조절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두 집단의

기울기는 차이를 나타낸다. 두 집단 모두 비금전적 보상이 높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비금전적보상이 증가할수록 이직의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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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조직 운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로 여겨지

는 ‘보상’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그들의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에 있어 공무원 개개인이 갖는 공공봉사동

기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공조직 전체의 성과를 좌

우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인적자원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가설 1과 관련하여 가설1-1과 1-2 모두 채택되었다. 즉, 금

전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분석결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설 2의 경우, 보상인식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공공봉사동기(PSM)의 조절효과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금전적보

상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공봉사동기가 유의한 조절효

과를 갖지 못했으나, 비금전적 보상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공공봉사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공무원이 높은 공공봉사동기를 가질수록 비금전적 보상으로 인해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는 [표 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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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가설검증 결과

제 2 절 연구의 의의

보상과 이직의도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

를 살펴본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이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이론적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직의도를 연구한 기존 국내 논문

들은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연구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보상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그

대상이 공공조직 종사자인 경우보다는 일반 민간조직 종사자인 경우가

구분 가설 검증결과

가설1

가설 1-1. 금전적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직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직의

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가설 2-1. 공무원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기각

가설 2-2. 공무원의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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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반직 공무원 전반을 대상으

로 보상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시 말

해 인사행정에 있어 ‘보상’은 직무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공공조직에 중요

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보상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

형2, 모형3, 모형4에서 비금전적 보상의 표준화 베타의 절댓값이 크게 나

타났다는 데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승진제도의 적절성, 교육의 기

회, 직업의 안정성 등의 비금전적 보상이 평소 중요시 여겨지는 성과금,

보수와 같은 금전적 보상만큼이나 공무원 인사관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봉사동기(PSM)의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였

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공공봉사동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들의 결과는 혼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단순히 조절변수만 추

가한 모형3에서는 공공봉사동기가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4에서는 공공봉사동기가 이직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공공봉사동기는 주로 독립변수로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 조절효과

를 살펴본 연구의 수는 적으며, 특히 보상과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의 조절효과를 연구한 논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내용

을 부분적으로나마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금전적 보상과 이직의도

와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금전적 보상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와 같은 이론적 측면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정

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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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직의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다. 분명 우리나라의 직장에 대

한 사회적 관념, 공공조직의 특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직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직의도는 말 그대로 이직에 앞서 이루어지는 심도 깊은

의지이기 때문에 종사자 개인의 근무의욕이나 동기를 저해시켜 조직 전

체의 성과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2016년 공직생활인식조사

에 의하면 이직의도를 가진 공무원의 비율은 1/4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이직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이직의도에 대한 적절한 관

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이직의도 관리에 있어 보상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재조명 하였다

는 점이다. 보상은 종사자의 조직을 위한 근로의 대가로, 개인의 동기부

여, 만족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여겨지며 때문에 특정 직무를 계속하

게 만드는 중요한 핵심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 단순히 보상을 늘릴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종사자들이 더욱 쉽

게 체감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종사자들

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셋째,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보상의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

야 한다. 보수와 성과금과 같은 금전적 보상 측면에서 공공조직의 종사

자들은 민간조직(주요 기업) 종사자들보다 적게 보상받고 있다는 느끼고

있으며 보수의 인상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적 보상에 대한 불만은

이직의도는 물론 다른 개인이 느끼는 부정적 요소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상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비금전적 보상

이 보다 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조직 인

사관리에 있어 보수와 성과금 등에만 집중하는 데에서 벗어나 직업 환

경, 교육기회, 승진제도 등과 같은 비금전적 보상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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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공공조직의 보수와 성과금 등은 법과 제도로 엄

격히 정해져있는 만큼 금전적 보상의 개선을 통해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

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에도, 비금전적 보상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더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보상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가 부분적으로 조절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인적 자원관리를

위해서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뽑아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다. 다시 말해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뽑기 위한 선발 시스템을 갖

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봉사동기는 조직요인 등에 의해 변할

수 있는 동태적 특성(dynamic state)이 아닌 쉽게 변하기 어려운 고정적

특성(static trait)을 가진다(전대성 · 이수영,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직 문화나 조직 내 교육을 통해 공공봉사동기를 높이는 것 보

다는 애초에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 시의 기준을 능력에만 둘 것이 아니라 치밀

한 면접과 토론 등을 통해 지원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형

식으로 선발제도가 더욱 정교화 및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전적 보상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봉

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비금전적보상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졌으나 금전적보상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무리 공공봉사동기가 높다 하더라

도 충분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직의도와 같은

조직의 부정적 요소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주된

불만은 일반 주요기업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 떨어지는 수준의 보수 및

후생복지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 성과금, 복지 등은 법적 · 제도적

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상은 결코 쉽지 않아 비금전적 보

상방안을 활용하기가 쉽다. 이러한 접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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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대부분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

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뒷받침 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표본에 대한 한계이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 2016년 공직

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 자료로는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가 있었으나, 보상에 대한 인식 및 공공봉사동

기에 대한 설문문항이 매우 간소화되어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공무원의 이직의도 및 영향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시

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응답자 특성을 보면 2급 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하고, 3급 공무원 역시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이처럼 고위공무원

에 대한 이직의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조사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었기 때

문에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은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

한 표본 특성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로 일

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인적구

성을 확보한 표본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모형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보상인식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공공봉사동기가 두 변수 간 관계에서 갖

는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는 공공봉사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를 조절변수로 설정

하여 공공봉사동기가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지 않

았다. 또한 이직의도는 근무연수, 직급 등과 관련하여 내생성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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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조사대상이 공무원인

만큼, 보다 바람직한 응답을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종속변

수와 독립변수 모두를 동일한 설문자료를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동일

방법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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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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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government is increasing the hiring of public officials,

and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of civil servants is growing

accordingly. In this situation, the importance of proper personnel

administration is emphasized even more. It is extremely important not

only to select excellent public officials but also to manage those

currently employed. Based on the degree of turnover, which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indicator of personnel administrati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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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turnover of

public officials and make suggestions for personnel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of public officials.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recognition of compensation by public official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and to see if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has a

regulating effect on their impact. Compensation is a basic factor that

causes members to continue working based on expectancy theory,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ory can have the effect of adjusting

the degree of turnover intention of public officials because it explain

the inherent internal motive of public officials.

To that end, the study utilized the 2016 Public Employee

Perception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monetary

compensation and non-monetary compensation as a sub-factor of

compensation recognition, subordinate variables were set as turnover

intention and adjustment variables as public service motivation. To

check the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 set up earlier on turnover

inten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adjustment

effect of the adjustment variable,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ompensation recogni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degree of turnover, and both the monetary and

non-monetary compensation, which are the sub-factor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degree of turnover.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adjustment of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the effect of the

recognition of compensation on turnover has been verified in part,

with significant adjustment effect on non-monetary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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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similar to the results of many preceding studies on

compensation and turnover, it is confirmed that compensation

recognition is an important factor that greatly affects turnover

intention in the case of ordinary public officials' organizations. Until

now, most of the research in Korea has been on compensation and

turnover intention for private organizations or certain public officials,

which is meaningful in that this study shows that compensation is

important for the management of turnover for ordinary public

officials.

Second,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has been mainly studi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number of studies that have looked at its adjustment effects

is small, especially in the relation between compensation and turnover

intention degree is not found.

Third, with respect to non-monetary compensation, it is important

to prove that the higher the motivation for public service, the lower

the turnover intention of public official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recruit people with high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order to

manage human resources smoothly.

La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mpensation and turnover

intention has shown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does not have

significant adjustment effect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difficult to

reduce the organization's negative factors, such as turnover intention,

if sufficient financial compensation is not supported, however high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may be. In the end, it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monetary compensation should not be overlooked.

Key-words : turnover intention, recognition of compensatio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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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motivation(PSM),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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