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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대학생들의 의식 및 가치가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1).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학생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공

직을 선택하는가는 인사행정의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반면에, 많은 실증연구들

이 현직 공무원의 직무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래” 공직자들의 공직선택 동기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제한

적이다2).
사기업과 달리 공직에 가장 필요한 동기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에 대한 봉사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공직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기여는 PSM(Public Service Motivation)으로 불리는 공직동기에 관

한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PSM 연구가 특히 연구자에게 관심을 끈 것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

성을 강조하는 공사이원론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공사이

원론(public/private dichotomy)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나 업무환경이 민간부문과 

상이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직접 도입하는 것이 한계

가 있음을 지적해왔다(Perry & Rainey, 1988; Rainey & Chun, 2005). 특히 1980년
대 이후 공공부문에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이 확산되면서 공사이원론은 미국 행

정학계의 중요한 논제로 재등장을 하였다. PSM 이론은 공공과 민간 부문이 업

무환경적인 요소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 수준에서 직무동기차원도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직무동기의 핵심 차이점은 공공의 가치에 기여하고자 하

는 공공서비스 정신(public service spirit)에서 나타난다고 PSM 이론은 주장을 한

다. 이후 많은 PSM 연구들은 PSM 측정도구의 개발 (Perry 1996, Brewer et al., 
2000) 및 타당성 검정 (Liu 2009; Kim, 2009), 선행요인 (Perry 1997; Perry et al., 

1) 과거의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현재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있어 큰 변화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의 심화이다. 즉 한국의 젊은 세대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

며, 주로 개인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제일로 치고 전공을 익혀 미래 취업 준비를 대학

생활의 핵심 목표로 삼는 지극히 현실생활 지향적 실용세대로 인식되고 있다(최평길, 
2006).

2) 국외의 경우, 소수이지만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직무선택동기 실증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영리영역에서 종사하고 싶어하는 대학(원)생들의 직무선택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Rawls, et. al., 1975; Clerkin, Pynter, & Taylor, 2009)와 행정학 

전문대학원의 교육 또는 학부생의 전공이 공공, 비영리, 민간 등의 직업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Chetkovich, 2003; Taylor, 2005b)등의 연구가 있다. 첫 번째 연구경향

의 경우 본 연구의 목적과 달리 비영리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던 연구들이었으며, 두 

번째 연구경향의 경우 행정학교육(Chetkovich, 2003) 또는 학과의 차이(Taylor, 2005b)가 

공직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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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직무만족과의 관계 (Naff & Crum, 1999; Gabris & Simo, 1995), 조직몰입

과의 관계 (Lyons et al., 2006), 성과(Crewson 1997; Brewer & Seldon, 2000) 등에 

관한 연구들을 발전시켜나갔다.
이러한 이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미래의 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

는 대학생의 공직과 민간회사 직업선택 동기가 다른지 여부에 대한 연구는 소

홀히 해왔다3). 한국사회는 최근 들어 급속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

를 겪어왔다. 이 변화를 고려하면 미래의 공직을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들의 직

무동기가 기존 공무원들의 직무동기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대학생들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공직을 선택한다면 “참여행

정”, “봉사행정”, “민주행정”등 다양한 행정가치 구현에 적합한 미래의 공직자를 

공직에 채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인사행정의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직

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 대한 행

정학 교육 방향도 새롭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선택동기가 민간

과 공직에서 차이가 난다면 단순히 민간의 채용 및 인사관리 기법을 공직에 도

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직업선택동기를 이

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1) 대학생들의 직업선택동기가 그들의 직업부문 

(공공, 민간, 비영리) 선택에 따라 상이한지, 2) 공공부문 직업을 선택한 학생들

의 공공서비스 정신이 민간부문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지, 3) 공공부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4) 직업선택에 성별, 가족 등 

환경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공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행정학과와 정치외교학과, 두 과를 대상으로 한국의 10개 

대학 731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

석을 실시하였다.  

Ⅱ. 공공서비스정신(Public Service Spirit)과 

공직선택 동기

본 연구는 과연 어떠한 동기요인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공직을 선택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공직선택에 있어 핵

3) 이러한 연구 공백이 계속되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Perry & Wise(1990)의 이론적 논의

-현직공무원들에게 유일한 공직동기가 존재함-에 따라 PSM이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공직을 선택할 것이라는 공리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왔기 때

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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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요인 공공 > 민간 공공 < 민간 공사 차이 없음

사회적

지위와

명성

Maidani(1991)

Jurkeiwicz et al(1998)

Lyons et al(2006)

Rainey(1982)Wittmer(1991)

Newstrom et al(1976)

직업의

안정성

Baldwin(1990)

Bellante & Link(1981)

Jurkiewicz et al.(1998)

Schuster(1974)

이종수(1997) 김호정(2000)

Houston(2000)

Khojasteh(1993)

Newstrom et al(1976)

Wittmer(1991)

Frank & Lewis(2004)

Gabris & Simo(1995)

Karl & Sutton (1998)

Lewis & Frank(2002)

Lyonsetal(2006)Rainey(1982)

심적인 가치인 공공서비스정신, 사기업 선택동기, 그리고 다른 공직동기가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 변수인 공공서비스 동기란 무

엇인가를 검토한다. 

1. 공공서비스정신(Public service spirit)

무엇보다도 공직동기에 있어, 공익추구라는 공공영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서비스 정신의 강조는 최근 공공서

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공공행정의 

많은 관리기법은 민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특히 기술의 경우 민간

과 공공부문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 행정이 창조하는 가치는 정형

화된 관리기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 

가치에 부합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공공서비스 제공활동에서 나온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PS에 따르면 공직자의 임무는 단순히 주어진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내포되어 있는 공공가치를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행정의 가치가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러

한 공공서비스 정신(public service spirit)을 공직부문(선택)에서 중요한 “고유한” 
동기요인으로 가정한다. 

2, 공직선택동기로서 사회봉사기회

앞에서 논의된 공공서비스정신을 조작화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공직동기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기존연구들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공공조직을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사기업과 비교하여 과연 “공직고유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동기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공･민간

영역의 직무동기를 비교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을 아래의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공공과 민간의 직무동기의 상대적 중요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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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ls &Nelson(1975)

높은

보수

Maidani(1991)

김호정(2000)

Buelens & Van den

Broeck(2007) Cacioppe &

Mock(1984) Frank &

Lewis(2004)Houston(2000)

Jurkiewiczetal.(1998)Karl&

Sutton(1998)Khojasteh(1993)

Kilpatrick et al.(1964)

Lawler(1971) Lewis &

Frank(2002) Moon(2000)

Newstrom et al.(1976)

Rainey(1982)Rawlsetal.(1975)

Solomon(1986)Wittmer(1991)

이종수(1997)

Crewson(1997)

Gabris & Simo(1995)

Lyons et al(2006)

Maidani(1991)

Schuster(1974)

사회봉사

기회

Buchanan(1975)Cacioppe&

Mock(1984)Crewson(1997)

Frank & Lewis (2004)

Houston(2000) Karl &

Sutton(1998) Kilpatrick et

al.(1964)Lewis&Frank(2002)

Lyonsetal.(2006)Rainey(1982)

Wittmer(1991)이근주(2005b)

Jurkiewicz et al.(1998) Gabris & Simo(1995)

승진기회 Khojasteh(1993)

Crewson(1997)

Frank & Lewis(2004)

Jurkiewicz et al.(1998)

김호정(2000)

Gabris & Simo(1995),

Houston(2000),

Karl & Sutton(1998)

Wittmer(1991)

동료관계 Jurkeiwicz et al(1998)
Khojasteh(1993), Lyons et

al.,(2006) Wittmer(1991)

*자료: Ko & Han(2009)를 기초로 재정리

<표 1>에 나타나듯이 공공과 민간간 직무동기 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은 사회봉사기회이다. 즉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봉사기회를 주요변수로 사용하였

으며, 또한 공공에 재직하는 공직자가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사회봉사기

회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높은 보수 역시 사기업 종사자에

게 공공부문과 비교하여 더 큰 직무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의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공사간 차이에 대하여 상호 다른 실증연구결과들

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들 역시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민간영역과 비교하여 공공영역에 독특한 

공직동기라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의 공직동기와 관련된 연구들의 분석결과, 본 연구는 다른 요인

들보다 사회봉사기회를 공직을 선택하는데 있어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 정신(public service spirit)을 구체적으로 측

정하기 보다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로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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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일반적인 동기요인

Buelens

et al.,

2007

근무시간, 총몰입정도, 보수에 의한 동기, 우호적인 업무환경, 자기개발, 책임에 의

한 동기, 일과 가족간의 갈등.

Cacioppe

& Mock,

1984

업무흥미, 그룹 협동, 참여, 개인개발, 업무분위기, 스트레스, 근무집단의 질, 근로자

간 대화 , 명백한 기대, 창의력, 여러 계층간 빈번한 모임, 환경, 집단간 협조, 참여,

효율적 모임, 기술적 능력, 자원, 사회적 기능, 복지에 대한 관심

Crewson,

1997

내재적(봉사): 성취감, 성취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이루어냄, 사회에 유용하고 타

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외재적(경제적): 직업안정성, 높은보수, 승진, 성과보상

다. 왜냐하면 “어떠한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가?”보다는 “공익지향성”을 측정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기 때문이며 실제 <표 1>에서처럼 공사 직무동기 

비교연구에서도 포괄적으로 공공서비스 정신을 측정하는 접근이 선호되어 왔기 

때문이다. 

3.  공공서비스정신(Public Service Spirit)과 공직선택 동기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직업선택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과연 어떤 것들을 일반적 직무동기로 보아야 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어떤 동기요인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아래 <표 2>는 공직동기에 관한 기존 실증연구들에서 사용된 직무동기

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양한 동기요인들이 실증연

구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기요인들을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요인과 외재적인 동기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Crewson, 1997; Lawler, 
1971; Lyons, Duxbury, & Higgins, 2006) 일부 동기요인들은(사회적 명성이나 지

위 혹은 리더십의 발휘)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외재적인 동기요인으로 명확히 구분한 연구보다는 내･외적

인 동기요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동기요인들, 즉 

민간기업 지향의 동기요인은 물론 공공가치 지향성까지 넓게 포괄하고 있는 

Jurkiewicz et al.(1998)의 15개 동기요인을 사용하여 직무동기를 측정하였다4).  
 

<표 2> 실증연구에 사용되었던 주요 직무동기

4) 흔히 사용되는 Perry의 PSM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1) 이 측정도구는 단순

히 협의의 공직동기를 측정할 뿐 일반적인 직무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

니기 때문이며, 2) 이 척도의 타당성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Chan & 
Suizhou, 2007) 비교연구에 반드시 바람직한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이 PSM 관련 문항을 설문에 포함시키게 되면 일반적 직무동기 요인의 상

대적인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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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ton,

2000

높은 수입, 짧은 근무시간과 많은 여가시간, 해고위험이 없음, 승진기회, 중요하고

성취감 높은 업무

Jurkiewic

z et al.,

1998

안정된 미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리더십

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팀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업무의 다양성, 높은

사회적 지위, 친근한 동료관계, 높은 보수,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상사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업무환경, 여가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회, 업무에 대한 순응 압력으

로부터의 자유, 승진의 기회

Lyons et

al., 2006

외재적 업무가치: 봉급, 직업안정성, 편익.

내재적 업무가치: 지적으로 흥미로운 업무, 도전적 업무, 흥미로운 업무, 업무에서

지속적인 학습, 업무에서 창조성, 업무에 자신의 능력발휘

이타적 업무가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일치하는 업

무, 업무 집행에서 공정성. 명성 업무가치: 권위, 업무의 위신, 영향력, 승진의

기회 사회적 업무가치: 친근한 동료관계, 즐거운 업무환경

Rainey,

1982

조직에서 인정받음, 높은 보수, 승진, 직업안정, 동료로부터 인정과 친밀도, 가치있

는 일에 대한 성취감정, 일을 통한 자기능력개발, 일을통한 자기만족, 의미있는 공공

서비스에 참여, 다른 사람을 도와줄수 있는 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 명성과 지위의 유지.

Taylor,

2005a

조직: 지리적 위치, 높은 명성. 관리: 숙련된 관리 근무여건: 신축적인 근무시

간 경제적 보상: 승진기회, 직업안정성, 높은 보수, 보수의 형평성, 높은 명성과

사회적 지위, 매력적인 부수적 수당. 내재적 보상: 자아향상의 기회, 공동체에 기

여할 수 있는 기회

Wittmer,

1991

높은 보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공동체 봉사, 지위와 위신, 동료로부터의 존

경, 친근한 동료관계, 직업의 안정성, 승진

 

4. 한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 분석 

한편, 한국의 기존 실증 연구들은 대부분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

로서,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직동기와 사기업 직무

동기를 비교연구한 연구들이다(표 1 참조). 이러한 연구들은 공공조직과 사기업

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동기를 비교연구한 것들로서, 직업의 안정

성(김호정, 2000; 이종수, 1997), 사회에의 봉사(이근주, 2005a), 높은 보수(김호

정, 2000) 등이 공직선택 주요동기로 나타났으며, 회사원의 경우 높은 보수(이종

수, 1997), 자신의 발전, 성취감, 일의 흥미가 직무동기(김호정, 2000)로 나타났

다.  
둘째, 공직동기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즉 다른 조직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전통적인 공직동기(내적 보상)가 

높을수록 공직성과에 대한 인식도 높으며,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등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이근주, 2005b; 이근주･이혜윤, 2007; 박순애, 2007; 조태준, 윤수

재, 2009; 손명구, 2006). 
셋째, 공직동기가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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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

택하는 가장 큰 동기로서 사회에 대한 기여 또는 자기희생 등 전통적인 공직동

기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이 가장 큰 이유로 손꼽혔다(김상묵, 2005; 박천오, 
2008).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측정도구로서 PSM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Kim, 2009), 
공직동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김서용, 2009) 등 PSM의 이론적 측면에서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별점은 첫째, 실증연

구대상으로서 현직 공무원이 아닌 미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외국의 대부분 연구와 마찬가지로 실증연구대상으로서 현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미래 공직자들의 직무동기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

다는 점이다. 둘째, 일반적 환경요인으로서 한국을 반영하는 요인들을 통제함으

로서 어떠한 동기요인이 한국 대학생들의 직업선택 요인인지를 밝혀낸다. 
셋째, 기존연구들은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

문에, 자신이 속해있는 공직에 대한 이미지가 자신의 공직동기에 영향을 미쳤는

가를 연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래 공직자들인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인식과 공직긍정도가 이들의 공직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

다.

Ⅲ. 연구가설 및 자료수집

1. 연구가설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 대학생들의 직무동기가 공공-사적-비
영리 영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2)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공공서비스 정신이 

공직선택자에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 3) 공공부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직업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1: 대학생의 직업부문별(공공, 민간, 비영리) 직업 선택의 동기요인은 

차이가 있다.

 
기존의 실증연구에서는 공직과 민간부분의 직무동기요인이 상이하다는 결과

들을 제시하면서 특히 공공서비스 정신과 높은 연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표 1 참고). 그러나 이 연구결과들은 현직 근로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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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차이는 공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업무환경의 차이에서도 기인할 수 있지만 공직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동기요인

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을 선택한 결과일수도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약해지면서 선행연구와 달리 대학생의 직업

선택동기가 민간이나 공공부문을 선택한 그룹 간에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부분의 경영기법을 공직에 도입해야 된다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관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기존연구

와 비교분석하여 본 연구가 가설1-1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대학생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연봉과 승진은 민간이냐 공직이냐에 

관계없이 똑같이 중요한 직업선택요인일 수 있다. 반면에 기업의 공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공가치에 봉사한다는 공공서비스 정신이 결코 공직의 전유물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직업선택의 동기요인이 직업선택 부문

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실증연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비영리 영역을 미래 직업으로 선택한 대학생들의 직업선택동기와 공공

부문을 직업으로 선택한 대학생들과의 비교는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

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공공영역이나 비영리 영역 모두 공익(public value)을 목

적으로 성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외적 동기요인인 보수, 직업의 안정성 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5) 내재적 동기요인인 PSM에 있어서 차이가 적거나 없을 

것6)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가설 1-2: 공공서비스 정신은 다른 직업선택자와 비교하여 공직선택자에게 더 

중요한 직업선택 동기요인이다.

  
가설1-2를 통하여 본 연구는 공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공공서비스

정신을 자신의 직업선택동기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았는가를 알아보려 한다.

5) 근본적으로 비영리영역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non-profit) 조직의 사회적 미션을 달성

하기 위하여 결성된 조직들이다(Drucker, 1990). 따라서 대부분의 비영리영역의 물질적 

근무조건은 공공영역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Gabris & Simo(1995)는 공공영

역과 비영리영역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결과 PSM, 보수, 직업의 안정성 등

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최근 미국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PSM과 자선적인 선택(charitable decision)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PSM을 보이는 대학생들이 더욱 봉사활동이나 자

선행위를 선택하여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lerkin, Pynter, & Taylo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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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하였듯이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에 비해 공공서비스 정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선행연구는 공사이원론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어왔으며, 
동시에 공직의 규범적 정당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공직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공공서비스 정신을 핵심적인 혹은 가

장 중요한 직업선택동기로 간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 있지 않다. 실
제로 Perry & Wise (1990)에서는 공직동기가 높은 학생들이 공직을 더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하였지만 이 가설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지는 못했다.  
한편 최근 시민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기여는 더 이상 국가의 

독점적인 역할이라고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공익에 부합하

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간 회사 역시 소비자주의

(consumerism)가 보편화됨에 따라 서비스 정신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대학생들의 공공서비스 정신에 대한 섹터간의 차이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하였다.  
또한 각종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한 개인주의의 심화는 결과

적으로 공공서비스 정신의 중요성을 낮추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무원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직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경

우 자기 실현욕구가 강하여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정도가 높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본다면 공직서비스 정신이 높은 사람들이 공직을 

더 선택한다는 Perry & Wise(1990)의 가설은 한국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

는 공리(axiom)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1-2는 공직을 추구하

려는 민간이나 비영리 단체를 선택한 대학생들에 비해 대학생이 공공서비스 정

신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직업선택의 동기로 간주하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가설 2: 공직에 대한 긍정도가 높을수록 공직 선택의 확률이 높다. 

기존연구들에서는 공직에 대한 긍정도 또는 부정도가 공직선택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설2는 대학생들

이 한국사회에 대한 공직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인식정도가 

공직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다. 
한국사회에서 공직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하다. 일반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

는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충실한 국민의 충복이라는 이미

지에서부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고 무능력하며 권위적이라는 견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반면, 고위직은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집단이라는 견해와 

엘리트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이라는 견해가 공존한다. 미래 공직자들의 공직긍

정도가 공직선택 확률을 높일지 낮출지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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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schman(1970)의 이론처럼 공직에 부정적인 견해가 아주 높다면 공직을 회피

하는 행태를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견해라면 애정어린 비판(voice)
을 가지고 공직을 선택하는 행위를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에 대한 긍정도는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공직에 대한 긍정도를 중요한 설명변수

로 포함시키지 않아왔다. 이러한 연구 공백으로 인해서 공직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 이미지가 유능한 대학생들을 

공직으로 끌어들이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제대로 공무원 채용제도

의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자료수집 및 측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 즉 모집단은 행정학과 정치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부생

들이다. 이러한 모집단 선정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행정학과 정치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공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대표적

인 대학생 집단들이다. 전공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른 전공자들을 모두 포

함시키는 경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는 문제

가 존재한다. 또한 경영대, 공대학생 등의 경우에는 민간부문 직업을 선택하려

는 경우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분석의 편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정신이 높고 공직이해도가 높은 집단을 집중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였다7).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직업선택동기에 관한 국제비

교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정치학과를 포함

하였다. 한국에는 학부 행정학과가 100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

은 행정학이 정치학과에서 교육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면 중국이나 싱

가포르).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학과와 행정학과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표본선정은 층화표본추출을 변형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1) 표본 프레임으로서 

대학교의 행정학과 리스트를 작성하고8), 2) 이를 학교수준별로 상, 중상, 중, 중
하, 하 이렇게 다섯 계층으로 나눈 뒤9), 각 계층에서 무작위로 1개 내지 2개의 

7) 한편 표본추출의 편이는 독립변수와 관련된 편이인지 혹은 종속변수와 관련된 편이가 

중요한데 본 사례의 경우에는 독립변수 즉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편이이다. 이 경우 

추정치의 불편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편이의 방향성도 본 연구에서 추정된 

사회봉사동기의 수준의 다른 전공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8) 이는 행정학회에서 제공하는 전국대학 행정학과 주소록을 사용하였다.

9) 중앙일보의 2009년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1-10위(상), 11-20위(중상), 21-30위(중), 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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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

성별

여자 358 49.0%

남자 372 51.0%

소계 730 100%

직업선호　

공사 및 사기업 242 33.6%

공직분야 413 57.3%

비영리분야 38 5.3%

기타 28 3.9%

　소계 721 100%

전공

행정학 375 51.6%

정치학 179 24.6%

경제학 33 4.5%

사회복지 13 1.8%

기타 127 17.5%

소계　 727 100%

행정학 수강여부

수강안함 244 33.5%

수강함 484 66.5%

　소계 728 100.0%

부모님 직업

공무원 132 18.4%

교육기관 근무 33 4.6%

공사 및 사기업 198 27.6%

자영업 286 39.8%

비영리기관 9 1.3%

기타 60 8.4%

　소계 718 100%

학교를 추출하였다. 3) 선정된 학교 행정학과(정외과)의 전공수업 중 무작위로 

하나 내지 두 개를 선택하여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자료를 수집

하였다. 이를 통하여 행정학의 경우 한국의 상위 2개 대학, 중상위 2개 대학, 중
위권 1개, 중하위 2개, 하위권 1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총 555부의 설문이 회수

되었다. 정치학의 경우 중상위 2개 대학, 중위 1개 대학을 대상으로 228부의 설

문이 회수되었다. 이상 총 783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응답내용이 분석에 적합하

지 않은 52부를 제외하고 총 731개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기간

은 2009년 2학기 초반(9월-10월)에 수집하였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 분포

위(중하), 51위이하(하)로 분류하였다. 



대학생의 직업선택동기와 공직동기 ∙ 351

대학교(학과)

지방소재 대학1(행정) 42 5.7%

서울소재 대학1(행정) 19 2.6%

서울소재 대학2(행정) 66 9.0%

지방소재 대학2(행정) 68 9.3%

지방소재 대학3(행정) 148 20.2%

서울소재 대학3(정외) 78 10.7%

서울소재 대학3(행정) 67 9.2%

서울소재 대학4(정외) 56 7.7%

서울소재 대학5(정외) 73 10.0%

서울소재 대학6(행정) 50 6.8%

서울소재 대학7(행정) 64 8.8%

　소계 731 100%

주: 항목별 결측치로 인해 총표본 개수가 731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2) 측정

위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로부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추출하고, 측
정을 실시하였다. 첫째, 직업선택 동기요인은 Jurkiewicz et al.(1998)에서 제시된 

15개의 동기요인(motivator)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동기요인 측정방

법은 개별 동기요인의 절대적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과 상대적 점수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10). 이 접근 방법은 동

기요인간의 교환관계(trade-off)를 응답에 반영할 수 있으며 관대화 경향

(generosity bias)을 통제하여 공공서비스 정신과 같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동기

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11). 
둘째, 공공서비스 정신은 15개의 동기요인 중 “사회봉사기회” 동기요인을 얼

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가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러한 단일 설문항목으로 측정

10) 실제 분석에서는 각 동기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위값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16에서 각각의 순위를 뺀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장 첫 번째로 중

요하다고 판단된 동기요인은 중요성에서 15의 값을 갖게 되고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선택된 동기요인은 1의 값을 갖는다.

11) 물론 단일 설문항목을 공공서비스 정신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의 신뢰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들을 설문지에 포함시키면 동

기요인간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또한 단순

히 절대적 중요성을 부여하도록(즉,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10점 척도로 판단

하게 하는 경우) 설문을 설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긍정적 요소에 대해 관대한 점수

를 부여하는 경향을 통제할 수 없으며 특히 모든 동기요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동기요인간의 교환관계(trade-off)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단

일 설문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측정오차의 문제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함으로써 

상쇄하는 방식을 본 연구에서는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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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널리 사용되는 Perry의 PSM 측
정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

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직업 선택동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

스 정신과 같은 내재적 요인 뿐 아니라 승진, 보수, 명예와 같은 외재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Perry의 측정도구는 공직에 고유하게 혹은 핵심적

으로 나타나는 동기요인이라는 정의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기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중대한 의사결정에 기여”와 같은 항목은 본 

설문뿐만 아니라 Perry의 설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실증연구

에서 공공부문에서 유일한 동기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 
셋째, 미래직업 선택 영역은 공공, 민간, 그리고 비영리 조직,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선택하고자 하는 대학

생들의 선택동기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준정부조직으로 인식되는 

공사의 경우는 공무원 선택과 구분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공사의 경우 ‘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선호되는 직장으로서 대학생들이 공사를 미래직

업으로 선택할 경우, 다른 동기보다 직업의 안정성 및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등 

사기업을 선택하는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정아래에서 공사와 민간기업

을 하나의 항목으로 만들었다. 한편 기타 항목을 포함한 이유는 일부 대학들의 

경우 영역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일부 직업(예를 들면 군인)같은 

경우는 공무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반영한 항목으

로 포함하였다. 한편, 비영리 조직의 경우 앞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표본

의 크기가 크지 않아 통계분석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부

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넷째, 공직에 대한 긍정도는 하위직과 상위직 공무원의 업무태도와 능력, 그

리고 청렴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가지고 측정하였다13). 본 변수의 측정 목

12) 특히 Perry의 PSM 측정도구는 그 자체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이 엄밀하지 못하기 

때문에(예를 들면 표본이 미국의 특정 대학 학생들에 한정되었다는 점) 한국 상황에 

적합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13) 공직에 대한 긍정도라는 개념이 단 하나의 설문으로 측정하기에는 매우 일반적인 개

념이기에 이를 두 가지 구성개념으로 나누었다. 첫째,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행태

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데 있어, 상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보다 상위직과 하위직

을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행태이외에 공무원의 행태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윤리, 청렴성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는가를 측정하였다. 이러

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인 대학생들이 쉽게 이해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세부 측정지표들은 공무원의 행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즉 공무

원 상위직, 하위직, 청렴도에 대하여 각각 3개의 측정지표를 이용하였으며, 각 측정지

표는 “예”, “아니오”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측정지표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의해 새

롭게 설계된 것이기에, 구성개념타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실제 설문을 실시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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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대학생들의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정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문대상인 대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일반적인 항목으로 측정을 구성

하였다. 
하위공무원에 대한 긍정도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하위직 공무원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인가,” “민간의 동일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무능력한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고 권위적인가” 이상 

세 개의 질문을 하였고,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하였다. “고위공무원은 매우 유능하고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인가,” 
“똑똑하지만 현실을 잘 모르는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인가” “무능력하

고 출세 지향적인가”. 또한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은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일인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

은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일인가" 등 세 개의 질문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설문대상 대학생들의 부모의 영향력(부모님의 조언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5점 리커트 척도)과 부모님의 직업이 직업선

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공(행정학/정치학/경제

학/사회복지/기타), 행정학 과목 수강여부, 그리고 자료를 수집한 10개의 대학(10
개 대학 중 서울소재 대학은 7개, 지방소재 대학은 3개 대학)을 포함시켰다.  

 

Ⅳ.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직업선택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1. 기술통계분석

아래 <표 4>는 영역별 공직 선택동기 요인의 순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

과로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공직을 선택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공사 및 민간 부문을 선택한 대학생들의 직업선택 동기요인에서 전반

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두 그룹간의 동기요인의 중

요성의 상관계수는 0.86으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두 그룹이 모두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상위 5개의 동기요인(안정된 미래, 높은 사회적 지위, 높

행정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대학생 10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결

과, 사소한 문맥조정, 단어조정이 있었으며, 본 연구가 측정하고자하는 공직에 대한 

긍정도라는 개념을 측정하는데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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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수,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회)을 선택하였다. 
둘째, 공직선택동기를 대표하는 “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공직을 선택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동기요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공직을 선택하고

자 하는 대학생들은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민간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에 

비해 더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7.48 vs. 5.09) “안정된 미래”나 “여
가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회”에 비교해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직을 선택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보수성이다. “안정된 미래”는 평균

값(13.32)도 매우 크며, 표준편차는 매우 작은 등 다른 동기요인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회”(10.08) 역시 두 번째로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공직이 진취적이고 사회봉사를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과, 적당한 보수,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자리로 인

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한 만한 사실은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은 

민간이나 공공부문에 일하려는 그룹과 상당히 다른 동기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 조직을 선택한 그룹의 동기요인은 민간부분(0.39)과 공공부문

(0.36)의 동기요인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
와 “사회에 봉사할 기회14)”를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외, 앞에서 예측하였듯이 보수(비영리 8.32 vs 공직 9.77), 안정된 미래(비
영리 9.18 vs 공직 13.32) 등 외재적 동기요인에서는 공직과 비영리 직업선택동

기 간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외재적 동기요인들은 비영리영역에서도 상대

적으로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요약하면 비영리영역을 선택하는 동기는 외재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이 혼합

되어 있는 반면, 공직과 민간을 선택하는 동기는 대부분 외재적 동기요인에 의

하여 좌우된다고 해석된다.   

14)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Clerkin, Pynter, & Taylor, 2009) 비영리영역을 선택한 대학

생들의 PSM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공익을 추구하는 공직을 선택한 

대학생들의 PSM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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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민간 (n=242) 공직 (n=413) 비영리 (n=38)

평균 SE 95%신뢰구간 평균 SE 95%신뢰구간 평균 SE 95%신뢰구간

안정된미래 11.82 0.25 (11.34,12.31) 13.32 0.14 (13.1,13.64) 9.18 0.82 (7.52,10.85)

새로운것 배울기회 8.36 0.26 (7.86,8.87) 7.67 0.18 (7.3,8.01) 10.32 0.63 (9.04,11.59)

사회봉사기회 5.09 0.23 (4.64,5.55) 7.48 0.21 (7.08,7.88) 10.21 0.69 (8.81,11.62)

리더십발휘기회 6.70 0.25 (6.2,7.2) 6.24 0.20 (5.86,6.63) 7.74 0.62 (6.48,8.99)

팀의 일원 5.50 0.23 (5.05,5.95) 5.89 0.17 (5.59,6.27) 7.37 0.60 (6.15,8.59)

업무의 다양성 6.43 0.26 (5.93,6.94) 5.72 0.18 (5.38,6.09) 7.34 0.59 (6.15,8.54)

높은사회적지위 9.43 0.26 (8.92,9.94) 9.41 0.21 (9.02,9.82) 6.18 0.61 (4.94,7.43)

친근한동료관계 8.05 0.23 (7.61,8.5) 7.51 0.17 (7.22,7.89) 8.34 0.63 (7.06,9.63)

높은 보수 11.47 0.21 (11.06,11.89) 9.77 0.21 (9.3,10.13) 8.32 0.67 (6.96,9.68)

능력발휘 기회 10.62 0.28 (10.07,11.17) 8.91 0.22 (8.48,9.32) 11.40 0.74 (9.9,12.89)

의사결정 기회 7.14 0.23 (6.68,7.6) 8.09 0.20 (7.71,8.47) 8.24 0.61 (7.01,9.47)

자유로운업무환경 6.70 0.24 (6.23,7.17) 6.52 0.19 (6.13,6.87) 6.61 0.59 (5.42,7.79)

여가생활 기회 9.88 0.24 (9.41,10.36) 10.08 0.20 (9.75,10.51) 8.58 0.61 (7.34,9.82)

업무압력 자유 6.84 0.25 (6.35,7.33) 6.74 0.21 (6.29,7.08) 6.53 0.68 (5.15,7.9)

승진의 기회 5.96 0.23 (5.49,6.42) 6.66 0.19 (6.23,6.95) 3.66 0.48 (2.68,4.63)

<표 4> 영역별 직무동기요인 기술통계 분석

주: 굵게 표시된 값은 각 영역별 상위 5개 동기요인, SE: 표준오차(Standard Error)

이상 분석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대학생들의 직업선택 동기

에 있어서 공직이나 민간부문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면 공직 자체에 

대한 긍정도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아래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공직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공사나 민

간기업을 선호하는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하위직 공무원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

의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다수가 응답을 

하고 있으며(73%) 뇌물의 경우도 일부 고위직의 문제(74%)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달리 공사나 민간 직업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은 공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똑똑하지만 현실을 잘 모르는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다

(77%)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공무원은 뇌물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2%). 공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고

자 하는 학생들에게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69%이상이 하위직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며 고위직은 현실을 잘 모르고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고(70%) 생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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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민간 (n=242) 공직 (n=413) 비영리 (n=38)

하위직

충실함 57% 73% 39%

무능력함 43% 24% 37%

무사안일 56% 42% 69%

고위직

유능함 42% 54% 42%

현실을 모름 76% 68% 70%

무능력함 45% 33% 51%

부패

뇌물 받음 72% 53% 56%

일부하위직문제 16% 18% 12%

일부고위직문제 67% 74% 50%

<표 5> 공무원에 대한 긍정도 응답비율

 

2. 가설검증

앞의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는 공공서비스 정신이 공직선택을 설명하는 결정적

인 변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앞의 기술통계 분석은 공직을 선택한 대학

생이 상대적으로 공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위 기술 통계분석에서는 공직 선택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좀 더 정확한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적절한 통계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간부문과 공직의 직업선택이 핵심 관심 변수이므로 비영리부문

은 분석에서 제외한 후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인 직업선택요인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모형을 구축하였다(공직선택=1, 민간, 공사선택=0). 가설검증을 위하여 

로지스틱 모형에서 독립변수는 동기요인, 공직 긍정도가 사용되었고, 부모님의 

영향(직업선택에 있어 부모님 영향력, 부모님의 직업), 전공, 행정학 수업 수강 

여부, 그리고 대학은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때, 15개의 동기요인의 중요성은 

1부터 15까지의 순위 점수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모형에 포함시

키는 경우 선형 종속의 문제가 발생하여 유일한 추정치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모형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동기요인으로 나타난 팀웍

을 제외하고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개인과 대학이라는 2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 차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대학을 통

제하지 않은 경우(모형 1), 대학 간의 차이를 통제하되 각 대학별 차이를 고정

효과(fixed effect)로 가정하는 경우(모형 2), 그리고 대학 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대학별 분산도 다르다고 가정하는 경우(모형 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15).

15) 분석을 위해서는 SAS 9.2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모형 1과 모형 2에는 PROC Logistic 
프로시저를 모형 3은 GLIMMIX 프로시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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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변수

모형 1 (대학통제없음) 모형2 (고정된 대학효과) 모형3(무작위대학효과)
추정치 표준

오차

Pr>

ChiSq

Exp(E

st)

추정치 표준

오차

Pr>

ChiSq

Exp(

Est)

추정치 표준

오차

Pr>|t|

절편 -2.36 3.84 0.54 0.09 -3.44 4.01 0.39 0.03 -2.84 3.89 0.48

동기요
인

안정된미래*** 0.16 0.05 0.00 1.17 0.16 0.05 0.00 1.17 0.15 0.05 0.00
새로운것배울기회 -0.03 0.04 0.47 0.97 -0.03 0.04 0.52 0.97 -0.03 0.04 0.48
사회봉사기회*** 0.16 0.04 0.00 1.18 0.18 0.05 0.00 1.20 0.17 0.05 0.00
리더십발휘기회 -0.02 0.04 0.68 0.98 -0.01 0.05 0.91 1.00 -0.01 0.05 0.78
업무의 다양성 0.00 0.04 0.95 1.00 0.01 0.05 0.91 1.01 0.00 0.05 0.97
높은사회적지위 0.02 0.04 0.63 1.02 0.04 0.04 0.37 1.04 0.03 0.04 0.52
친근한동료관계 -0.03 0.05 0.49 0.97 -0.02 0.05 0.67 0.98 -0.03 0.05 0.54
높은 보수** -0.11 0.04 0.01 0.90 -0.10 0.04 0.03 0.91 -0.10 0.04 0.02
능력발휘 기회 -0.02 0.04 0.62 0.98 0.00 0.04 0.98 1.00 -0.01 0.04 0.77
의사결정 기회*** 0.17 0.04 0.00 1.18 0.19 0.05 .0001 1.21 0.18 0.04 .0001
자유로운업무환경 0.04 0.05 0.36 1.04 0.05 0.05 0.26 1.05 0.04 0.05 0.33
여가생활 기회 0.02 0.04 0.62 1.02 0.03 0.04 0.57 1.03 0.02 0.04 0.63
업무압력 자유 0.03 0.04 0.51 1.03 0.06 0.04 0.21 1.06 0.04 0.04 0.34
승진의 기회 0.04 0.04 0.35 1.04 0.03 0.04 0.48 1.03 0.03 0.04 0.46

공직
긍정도

하위직:충실함* 0.35 0.22 0.12 1.42 0.43 0.23 0.06 1.54 0.38 0.23 0.10
하위직:무능력함* -0.62 0.24 0.01 0.54 -0.61 0.25 0.01 0.54 -0.61 0.24 0.01
하위직:무사안일 0.10 0.24 0.68 1.11 0.14 0.25 0.56 1.15 0.12 0.24 0.62
고위직:유능함 0.27 0.23 0.23 1.31 0.30 0.24 0.20 1.35 0.28 0.23 0.22
고위직: 현실을 잘 모름-0.33 0.25 0.19 0.72 -0.20 0.26 0.44 0.82 -0.27 0.26 0.30
고위직: 무능력함 -0.03 0.24 0.89 0.97 -0.18 0.25 0.48 0.84 -0.10 0.25 0.67
일반적 뇌물을 받음* -0.44 0.23 0.06 0.64 -0.42 0.24 0.09 0.66 -0.44 0.24 0.07
하위직 뇌물 -0.17 0.30 0.58 0.85 -0.22 0.31 0.47 0.80 -0.18 0.30 0.54
고위직 뇌물 0.19 0.25 0.44 1.21 0.19 0.25 0.44 1.22 0.20 0.25 0.43

부모님
영향

부모님 영향 0.07 0.12 0.55 1.08 0.08 0.13 0.54 1.08 0.08 0.12 0.51
공무원 -0.62 0.47 0.19 0.54 -0.57 0.48 0.23 0.56 -0.60 0.47 0.22
교육기관 -0.63 0.64 0.32 0.53 -0.57 0.64 0.38 0.57 -0.58 0.64 0.36
공사 및 사기업 -0.76 0.44 0.08 0.47 -0.69 0.45 0.13 0.50 -0.72 0.44 0.11
자영업 -0.79 0.42 0.06 0.45 -0.64 0.43 0.14 0.53 -0.70 0.43 0.11
비영리 기관 1.15 1.22 0.34 3.17 1.48 1.32 0.26 4.38 1.30 1.27 0.31
기타 0.00 . 　 　 　 　 　 　 0.00 . .

성별 여성 0.10 0.22 0.64 1.11 0.11 0.23 0.62 1.12 0.12 0.22 0.59

전공

행정학 전공 0.05 0.34 0.88 1.05 -0.53 0.41 0.20 0.59 -0.20 0.37 0.60
정치학 전공* -0.76 0.33 0.02 0.47 -0.54 0.41 0.20 0.59 -0.68 0.37 0.08
경제학 전공 -0.83 0.57 0.15 0.44 -0.67 0.58 0.25 0.51 -0.75 0.58 0.21
사회복지 전공 -1.00 0.85 0.24 0.37 -1.17 0.94 0.21 0.31 -1.04 0.87 0.25
기타 0.00 . 　 　 　 　 　 　 0.00 . .

행정학 수업수강 여부* 0.48 0.28 0.08 1.62 0.43 0.31 0.16 1.54 0.48 0.29 0.10

대학교

지방소재대학1 　 　 　 　 0.63 0.63 0.31 1.88 0.32 0.33 0.34
서울소재대학1 　 　 　 　 -0.14 0.86 0.87 0.87 -0.05 0.39 0.90
지방소재대학2* 　 　 　 　 1.03 0.60 0.09 2.81 0.59 0.32 0.06

서울소재대학2 　 　 　 　 -0.51 0.56 0.36 0.60 -0.29 0.31 0.35

지방소재대학3 　 　 　 　 0.50 0.52 0.34 1.65 0.35 0.28 0.21
서울소재대학3 　 　 　 　 -0.64 0.44 0.15 0.53 -0.27 0.26 0.31
서울소재대학4 　 　 　 　 -0.72 0.57 0.21 0.49 -0.15 0.33 0.64
서울소재대학5 　 　 　 　 -1.13 0.55 0.04 0.32 -0.39 0.33 0.24
서울소재대학6 　 　 　 　 -0.89 0.53 0.09 0.41 -0.33 0.33 0.32
서울소재대학7 　 　 　 　 0 　 　 　 0.23 0.31 0.47

<표 6>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수: 공직선택=1, 민간선택=0)

*** p<0.01, **p<0.05, *<0.1 (모형 3을 기준으로 함)

주: 통제변수로서 대학을 분석함에 있어 모형2에서 대학간 비교의 기준점으로서 대입성적이 가장 높

은 상위권 학교(서울소재대학7)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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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가설 1-1은 공직을 선택하는 대학생과 공사 및 민간직업을 선택하

는 대학생이 중시하는 동기요인이 다를 것을 가정하였다. 앞의 기술통계분석에

서는 전반적으로 이 두 그룹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대학생이 “안정된 미래”, “사회에 봉사할 기회”,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

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단위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공직을 선택하

는 확률이 17～1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6) (모형 3을 기준으로 

해석할 때).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높은 보수를 선호할수록 공직선택 확

률은 1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위 요인들이 공직을 선택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사회에 봉사할 기

회”는 공직을 선택한 대학생들이 사기업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중요성에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점은 공직동기 연구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왔던 Perry의 PSM 측정도구는 오직 “공공조직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동기요

인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보수나 승진, 혹은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재적 동기요인(explicit motivator)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

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비록 Perry의 PSM 측정도구를 이용하

여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사기업 선택자보다 공직선택자가 상대적으로 중요

하게 생각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다른 동기요인

들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공직 또는 사기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대학생들의 동기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연구가설 1-1은 실증분석을 통해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높

은 보수가 공직 선택자에게 중요하지 않다거나 혹은 “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공직 선택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의 기

술통계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한다면 “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공직 선택

자에게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가설 1-2는 채택되지만 공직선택자의 여러 

동기요인 중에서 “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절대적으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16)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계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Long, 1997: 62-82) 
여기서는 오즈 퍼센트(odds percent)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표 6>
의 모형 3에서 추정된 회귀계수에 지수(exponent)를 취한 값에 1을 뺀 후 100을 곱하

면 해당 독립변수의 단위변화가 초래하는 공직선택의 오즈의 (즉 공직선택확률/사기

업 선택확률) 퍼센트 변화율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안정된 미래”의 회

귀계수는 0.15 인데 이를 지수를 취하면 1.17이 되고 이는 이 변수값이 한 단위 증가

할 때 약 17%정도 공직선택의 오즈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독자에 따라

서는 오즈의 개념이 생소할 수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공직선택 확률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였다. 또 본문에 제시된 값의 일부는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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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연구가설 2는 공직에 대한 긍정도가 공직선택의 중요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앞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일관되게 공직을 선택한 사람들이 사기

업을 선택한 대학생들에 비해 공직 긍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로지스틱 모형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민간기업

의 사람들에 비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에 비해 46% 정도 공직을 선택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3을 

중심으로 해석할 때). 
또한 ‘상당수의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

은 대학생에 비해 약 35% 정도 공직을 선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10% 수준에서 유의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다고 생각

하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46% 정도 높게 공직선택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공직이 유능하고 청렴한 집단이 일하는 곳이라는 인

식이 확산될수록 공직에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서 성별과 부모의 영향이 공직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 여부

에 대한 분석결과는 제시된 3개 모든 모형에서 대부분 통계적 유의미성이 미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로운 결과로서 부모님의 직업이 자영업이거나 

민간/공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학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모형 1)에는 0.1수준

에서 유의미하며, 모형3에서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

는 확률이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의 값이 상당히 크게(-0.7이상) 나타나는 것

으로 보아, 부모님이 영리를 추구하는 직업을 가지는 대학생들은 부모님이 기타

직업을 가지는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민간, 공사를 자신

의 미래직업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부모님의 직

업이 기타인 학생들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직업이 공무원인 학생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한편, 정치학 전공의 회귀계수는 p-value를 이용하여 판단하는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때의 p-value는 이 회귀계수가 기타 전공의 

학생과 같은지 틀린지에 대한 p-value일 뿐 전공변수 자체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p-value는 아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 F-test를 수행한 결과 모형 3의 경우를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value:1.2, 
p-value:0.34). 

또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행정학 수업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

은 학생의 차이다. 위 <표 6>에 따르면 행정학 수업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

은 그룹에 비해 약 61% 정도 더 공직을 선택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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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행정학 수업의 원인변수인지 아니면 공직선호가 원인변수인지가 불분명

하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 행정학 전공자들의 공직선호를 살펴본다

면 행정학 전공이 공직선택의 확률을 높이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행정학 수업을 받은 학생의 높은 공직선택은 행정학 수업의 영향 때문이라기보

다는 공직을 선택하고자 한 학생이 행정학을 선택한 결과임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 통제된 대학수준을 살펴보면, 지방소재 대학교 1곳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본 연구의 

대상 중 지방소재 3개 대학은 모두 양의 방향을 보여주는 회귀계수를 나타내주

는 반면, 서울소재 중상-중하위권 대학들은 모두 음의 방향을 보인다는 사실이

다. 즉 이러한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점은, 중하위권 지방소재 대학의 대

학생의 경우, 공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반면, 중상위권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 

공사, 민간기업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학 내부의 효과라

기보다는 현재 한국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보인다. 즉 지방소재 대학출신들의 

공사 및 민간기업 취업의 길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출기회가 

높은 공직(주로 하위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동기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학생들의 공직선택 동기요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직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민간기업을 선택하는 학생에 비해 “안정된 

미래”, “사회에 봉사할 기회”,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현직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를 비교한 

기존의 PSM 이론과 일치하며 또한 그동안 테스트 되지 못한 Perry의 자기선택

가설 즉 “PSM이 높은 사람이 공직을 선택한다”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에 봉사할 기회”, “중요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같은 동기

요인을 다른 동기요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면 그 순위가 매

우 낮은 것으로(15개 요인 중 9위) 나타났다. 
이 결과의 심각성은 비교연구의 결과를 통해 잘 나타난다. 우선 비영리영역

을 자신의 미래직업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공공서비스정신이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공공, 비영리영역 모두 공공이익

을 추구하는 영역이기에 공공서비스정신을 자신의 직업선택의 중요한 동기요인

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실제로 비영리영역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사
회에 봉사할 기회”를 3번째로 선택한 반면, 공직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이를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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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와 중국 대학생들에 대한 연

구 결과, 즉 공직을 선택한 대학생들이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각각 3번째와 2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것(Ko, 2009; Ko & Han, 2009)과 비교하면 매

우 시사적이다. 물론 싱가포르나 중국 대학생들 역시 “안정된 미래”를 가장 중

요한 동기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한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래의 한국의 인사행정에서 핵심적인 도전은 효율

성이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정신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떻게 공공 서비스 정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질문에 본 연

구는 공직 긍정도와 채용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

르면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공직을 회피하고자 하

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동시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대학생들은 공직을 선

택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국 공직이 일할 만한 곳이라는 긍정적인 이미

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상 공직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

다. 불행히도 전체 응답자의 50%에 약간 못 미치는 대학생들이 고위 공무원들

이 유능하지 않다고 보는 현실은 높은 공공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의 공직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기존의 PSM 이론은 어떻게 공공 서비스 정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거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했으나 본 연구는 높은 공공 서비스 정신

을 가진 지원자를 공직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급함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논의

하였듯이 대학생들의 매우 낮은 공공 서비스 정신 수준은 높은 공공 서비스 정

신을 가진 대학생의 희소성을 의미한다. 혹자는 높은 공공 서비스 정신을 가진 

대학생이 자기선택 가설에 따라 당연히 공공부문을 선택할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듯이 봉급이나 사회명성과 같은 외재적 요인

이 민간이나 공공에 관계없이 “사회에 봉사할 기회”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영역을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결국, 
공공 서비스 정신을 공공부문에서 높이기 위해서는 채용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높은 공공 서비스 정신을 가진 대학생들을 공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17).
셋째, 행정학 교육의 역할이다.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중 60% 이상이 행정학

을 수강한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 정신이 낮다는 것은 행정학 

17) 현재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공공서비스정신을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하

여 행정고시 인사담당자 3명(현직 4급 공무원 2명, 전직 2급 공무원 1명)과 인터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고시에서 3차 시험인 면접시험을 통해 공공 서비스 정신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응시자들의 대답이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높은 공공서비

스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이 응시자들의 공공 서비스 정신

의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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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방향에 대한 매우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 물론 행정학 수업을 통하여 공

공서비스 정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공직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으로서 공직을 선택하였기에 행정학 수업을 선택한 것인

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
러나 행정의 가치가 효율성으로 경도됨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봉사를 해야 한

다는 행정의 기본적 가치를 행정학이 잊지는 않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동기 연구

에서 사용되어온 동기요인을 대학생들의 직업선택 동기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이
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현직 공무원의 직무동기에 초점을 맞추어온 관계로 직

업선택 동기와 직무동기를 명확히 구분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점에 기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공공 서비스 

정신의 개념의 문제이다.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심도있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공공 서비스 정신이 구체적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면, 첫째, 비교행정의 관점 (특

히 아시아 국가의 관점)에서 공직동기나 직무동기의 연구가 필요하다. PSM이론

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왔지만 이 이론이 아시아 관료제를 설명

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싱

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공무원에 높은 보수를 지불하기 때문에 높은 보수를 선

호하는 대학생이 공직을 선호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것은 미국의 PSM이론과는 

전혀 다른 행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어 있고 관료가 

기술관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에서처럼 공직을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거나 혹은 사회적 명성을 얻고자 하는 행태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공직동기가 국가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행정학 이론을 풍부하게 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되었듯이 대학생들의 공직선택동기에 행정학 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학부수준에서 행정

학이 가장 발전한 한국의 상황에서 행정학 교육이 대학생들의 공직선택 또는 

공직직무동기를 가지게 하는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한 연구가 향

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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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s Public Service Spirit Matter to Korean 

University Students' Public Sector Job Choice?: 

A Critical Review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ory 

Kilkon Ko ･ Chisung Park

Despite the well-known postulate that the high public service spirit holders prefer 
to pursue a public sector career instead of a private one, few empirical studies test 
this postulate. Moreover, while a substantial number of empirical studies done in the 
US context claim the existence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among incumbent 
public employees, it is unclear whether PSM theory is applicable for explaining the 
job choice of future public servants in Korea.       

This study surveyed 731 undergraduate students at ten Korean universities and 
empirically tested several hypotheses with respect to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private sector job choic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1) public service 
spirit is fairly insignificant to public sector job seekers  even though they rank it 
higher than private sector job seekers do, 2)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 to the 
public sector, the more undergraduates are likely to prefer a public sector job, and 
3) parental influence and gender are not associated with public service spirit or job 
choice. 

【Key words: job choice motivation, public service spirit,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public s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