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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시장개방이나 국내투자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외
국인 정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
는 854,007명으로써,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외국인의 수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상당한 수치이다. 이
러한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행정학 분야에서 대두되는 중요한 이슈가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관한 것이다. 과거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관한 규정은 국
가공무원법상에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규정이 있어 사실상 외국인 공무원의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보･보안･기
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모든 분야와 직위를 외국인에게 개방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 결과로서 2008년 3월28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국가공무원에 외국인의 채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
된 국가공무원법 26조 3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
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계약직 공무원에 한정했던
외국인 채용 범위를 2008년 7월1일부터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채
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공무원의 수는
중앙부처 31명, 지방 18명으로 총 49명이다(서울신문, 2008. 4. 29). 이러한 외국
인 채용의 본격적인 시작은 시대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하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국인 공무원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 중
의 하나가 다양성(diversity)이다. 즉, 인종과 문화가 다양한 외국인 공무원을 어
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그들을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기
여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행정학에서 소수자 보호 또는 다문화주의의 이
름하에 외국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외국인 노동
자나 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소수자 보호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원숙연, 2008; 전영평, 2007; 전영평･한승주, 2006). 본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
가 다양성의 시각에서 외국인 공무원 채용제도를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효과
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다양성에 대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용성(receptivity)이다.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인종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 공무원들을 어떻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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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는 것이다. 이러한 수용성없이 외국인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성 논의는 큰 실효
를 거두기 어려울지 모른다. 따라서 외국인 공무원 채용제도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이 다
양성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째,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
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함의를 고찰하고 한계를 지적한다.

Ⅱ.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다양성의 개념과 시각
다양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어떻게 다양성을
정의하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다양성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구내용과
초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양성이란 “주어진 차원에서 인
간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집합적인 혼합(collective mixture)"으로 정의된다(Cox,
1995:246). 이러한 다양성은 인종, 문화, 종교, 나이, 성별, 민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차원을 포함하며, 하나의 집단이나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이러한
차원의 동일성과 차이에 대한 지각에 의해 측정된다(Wise and Tschirhart, 2000).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을 조직 구성원들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인종이나 민족
에 의해 구성된 형태로 정의하기로 한다. 다양성 개념과 자주 혼용되는 개념이
적극적 고용(affirmative action)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Slack, 1996). 첫째, 적극적 고용이 소수자 집단을 채용하려는 의지
가 외부의 압력이나 요구에 의한 반응적 행위(reactive action)라면, 다양성은 조
직 내의 적극적 의사에 의한 전향적 행위(proactive action)라는 점에서 두 개념
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둘째, 적극적 고용이 그동안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차별
받아왔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던 소수자 집단에 대해 특별한 선호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인 반면에, 다양성은 이러한 소수자 집단 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 구
성원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고용은 소수자 집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실적(merit)의 가
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다양성은 실적의 가치가 다양성의 가치와
병존함으로써 두 가치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결국, 다양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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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소수자 집단을 배려함으로써 이들이 조직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채용된 후에도 어떻게 이들이 전체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리
고 생활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다.
다음으로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가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접근방법에 따라 다른 다양성 정책과 관리 프로그램이 생산되기 때문이
다. 다양성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시각을 논할 때 가장 광범위하게 소개되는 것
이 Tomas and Ely(1996)에 의해 제안된 세 가지 다양성 시각이다. 첫 번째가 구
별-공정성(discrimination-fairness) 시각이다. 이 시각은 조직이 고용과 승진에 있
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차별없는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시
각에 따르면 공공조직이 평등과 공정성의 이념하에 다양성을 추구하고, 조직 다
양성에 대한 성공이 동등한 고용 기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와 적극적
고용의 준수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Selden and Selden, 2001). 그러나 구별
-공정성 시각이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통해 다양성을 증진시키
는 것을 의도했지만,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s)
를 고려하지 않는 맹목적 동일성(implicit sameness)에 기초함으로써 다양성에 대
한 제한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두 번째가 접근-정통성(access-legitimacy) 시각이다. 이 시각은 다양성에 대한
접근에 있어 구성원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의
수용이 조직 구성원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
공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필연적으로 조직 구성원
의 문화적 차이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접근-정
통성 시각이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의 역할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문화적 차
이가 다른 문화의 내용과 실제 구성원들의 업무수행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약점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의 특별한 명절이나 기념일에 그 나라
고유의 전통의식이나 행사를 거행하는 경우를 TV나 언론매체를 통해 접할 때
가 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의식이나 행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러한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만을 인식할 뿐, 이러한 차이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가 학습-효과성(learning-effectiveness) 시각이다. 이 시각은 조직 구성
원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을 채택하는 공공기관은 조직 내에 있는 다양한
개인들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에 관
심을 갖는다(Milliken and Martins, 1996). Ely and Thomas(2001)는 문화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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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세 개의 조직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효과성 시각이 다양성에 대한 가장 합
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학습-효과성 시각은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과 적응을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다양성과 업무 효과성을
연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다양성은 문화적 차이를 고
려함과 동시에 동일성(sameness)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에 학습-효과성 시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 첫째, 인적자원관리자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
고 그러한 차이가 가지는 실질적 의미와 조직 구성원의 업무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다양성에
관한 학습과 재학습의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둘째,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개방적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방적 조직문화
속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를 존중하고 거
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
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과 관리자 모두에게 계속적인 훈련이 요구
된다(Mathews, 1998). 문화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을 통합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다양성 훈련은 일시적인 행
사가 아닌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생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Riccucci, 1997).

2. 다양성 관리
다양성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 효과적인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를 통해 조직성과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다양성 관
리란 “이질적으로 구성된 조직 구성원들을 채용･보유･보상･증진하기 위하여 조
직에 의해 고안된 체계적이고 계획된 노력”을 말한다(Ivancevich and Gilbert,
2000:75). 실제로 조직의 다양성은 그 조직의 다양성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된다. Pitts(2006)는 다양성 관리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 채용 프로
그램,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실용적인 관리정책을 들고 있다.
첫째, 채용 프로그램에서의 다양성은 조직 구성원을 선발할 때, 인적 구성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대표되었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특히 소수자 집단
(minority groups)이 적절하게 대표되었느냐가 채용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여러 학자들이 흑인, 여성, 히스패닉, 아시아 인종과 같은 소수자 집단이 채용과
정에서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 되었다고 비판해 왔다(Caudron and Hays,
1997; Cox et al., 1991; Morrison, 1992). 이러한 비판을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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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질적인 인종이나 민족(ethnicity)으로 구성된 조직이 이질적으로 구성된 조직
보다 성과가 더 낮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러나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
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
지 못했다. McLeod and Lobel(1992)은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 동질적인 집
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Adler(2002)
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구성원들로 구성된 조직이 동질적인 구성원들로 구성된
조직보다 더 경쟁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된 조직
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효과적인 업무성과를 기대할 수 있
기 때문이다. Watson, Kumar, and Michaelsen(1993)은 조직의 복잡한 문제해결업무
에서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집단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자의 집단이 전자의 집단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이
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에, Tsui, Egan, and O'Reilly(1992)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업무환경에서 소수자 집단이 더 높은 이직률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Baugh and Graen(1997)은 민족적으로(ethnically) 다양한 팀이 동질
적인 팀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쉽다고 주장한다.
둘째, 다양성 관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awareness)
을 들 수 있다. 문화적 차이를 더 잘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높고 다양성과 성과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다(Gest and Maranto, 2000; Moskos and Butler, 1996). 예를 들면, 외국인 공무
원이 채용되었을 때, 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더 잘 인식하는 공무원일수록 외국
인 공무원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학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더 좋은 업무성과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되
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다양성 관리를 연구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관리는 조직의 업무효과를 향상시키고, 조직구성원의 직
무만족과 보유(retention)를 강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관리정책을 포함해
야 한다. 실용적인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은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이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
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뉴스레터를 통해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소개하거나 다른 문화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성 관리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Bergen, Soper, and Foster(2002)는 다양성
관리가 여성이나 소수자 집단에게 상대적 혜택을 줌으로써 다수자 집단에게 역
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그러한 혜택을 받은 집단의
정당한 성과를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Rangarajan and Black(2007)은 미국 뉴욕주 교육부를 대상으로 다양성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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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교육부가 구조적･문화적･어의적(semantic)
차원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여러 장벽에 부딪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직의 업무향상과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
용적인 다양성 관리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동시에 그 실행과정에
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Ⅲ.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대한 인식을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이 다양성 효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작위로 외교통
상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국민권
익위원회의의 7개 정부조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지는 2008년 8월 6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각 조직에
40부씩을 배포하였으며, 배포된 설문지는 8월 12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280부를 배포하여 228부
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81.4%), 이중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3부의 설문지를 제
외한 22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1)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전체 응답자중 남성이 146명
으로 64.9%이며, 여성은 79명으로 35.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16명
(7.1%), 30대 91명(40.4%), 40대 98명(43.6%), 50대 20명(8.9%)으로써 전체 응답자
의 84.0%가 30대와 40대에 분포되었다. 또 응답자의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8명
(3.6%), 전문대졸 8명(3.6%), 대졸 133명(59.1%), 대학원 졸업이상 75명(33.3%)순
으로 분포되었다. 직급은 9급 6명(2.7%), 8급 17명(7.6%), 7급 36명(16.0%), 6급
60명(26.7%), 5급이상 102명(45.3%) 순으로 분포되었다. 마지막으로 근무기간은
1-5년 6명(2.7%), 6-10년 17명(7.6%), 11-15년 36명(16.0%), 16-20년 60명(26.7%),
20년이상 102명(45.3%)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1) 각 조직별 설문지 배포와 회수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36부/40, 90%),
지식경제부(38부/40, 95%), 보건복지가족부(32부/40, 80%), 통일부(30부/40, 75%), 외교
통상부(26부/40, 65%), 국민권익위원회(24부/40, 60%), 방위사업청(39부/40,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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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성별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남성

146

64.9

여성

79

35.1

20-29세

16

7.1

30-39세

91

40.4

40-49세

98

43.6

50-59세

20

8.9

고졸

8

3.6

전문대졸

8

3.6

대졸

133

59.1

대학원졸업이상

75

33.3

무응답

1

0.4

9급

6

2.7

8급

17

7.6

7급

36

16.0

6급

60

26.7

5급이상

102

45.3

무응답

4

1.8

1-5년

6

2.7

학력

직급

근무기간

6-10년

17

7.6

11-15년

36

16.0

16-20년

60

26.7

20년이상

102

45.3

2. 측정변수와 문항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포함된 변수는 구별-공정성 시각, 접근-정통성 시
각, 학습-효과성 시각, 채용 프로그램, 문화적 인식, 관리정책, 다양성 효과이며,
각 변수를 측정하는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다양성 시각
(1) 구별-공정성
구별-공정성 시각은 다양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인종･국적･성별･나이에 관계
없이 모든 구성원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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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 관련하여 구별-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차별없는
동등한 대우, 외국인 공무원의 인사나 승진에 있어 불이익 제거의 두 문항을 사
용하였다.
(2) 접근-정통성
접근-정통성 시각은 다양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구성원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이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Soni,
2000).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접근-정통성을 측정하기
위해 외국인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과 외국인 공무원의 채
용이 외국인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두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2)
(3) 학습-효과성
학습-효과성 시각은 구성원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 뿐만 아니라 그러
한 차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서로에게 상대방 문화에 대한 학습의 기
회를 제공하여 종국적으로 조직 효과성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공
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학습-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외국인 공무원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과 외국인 공무원의 자국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두 문항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2) 다양성 관리
(1) 채용 프로그램
채용 프로그램은 조직 구성원들을 선발할 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충원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특히 소수자 집단이나 여성이 차별없이 적절하
게 대표되었느냐가 채용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본 연구에서 채용 프로그
램은 공직채용에 있어 소수자나 여성에 대한 상대적 혜택을 주는 것, 문화적으
로 다양한 구성원을 통한 업무성과 향상,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대한 찬성여부,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의한 조직발전 등의 네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설문지에 외국인 공무원 채용이 우리나라 공무원들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야
기시킬 것이라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나 요인분석결과, 접근-정통성을 측정하는 공통인
자로 묶이지 않아 최종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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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인식
문화적 인식은 구성원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구성원 사
이의 관계를 더 협력적인 관계로 유인해서 다양성과 업무성과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인식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 다른 나라 사람사이의 문화
적 차이의 극복에 대한 견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같은 세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3)
(3) 관리정책
다양성의 실질적인 효과는 그것을 집행하는 정책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나 뉴스레터의 발
행, 외국인 공무원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외국인 공무원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와 같은 세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다양성 효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공무원 채용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통해 다양성
효과를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으로는 조직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 조직의 업무성
과 향상에 기여,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와 같은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3. 각 변수의 측정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들이 얼마나 타당하게 변수들을 측정하고 있는
가를 조사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각 변수의 측정문항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인분석 결과, 7
개 변수의 각 측정문항들이 하나의 공통인자로 묶여졌으며 요인적재치 값이 모
두 0.5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문항이 타당하게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4) 신뢰
도 분석결과, 각 변수에 대한 측정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이 최저 0.512부터
최고 0.862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
3) 설문지에 다른 나라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자국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문항
을 포함하였으나 요인분석결과, 문화적 인식을 측정하는 공통인자로 묶이지 않아 최
종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측정문항이 측정변수의 공통인자로 묶였다 하더라도 요인적재치 값이 0.5이하인 문항
은 최종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성 시각의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이 최종분석대상에서 세 문항에서 두 문항으로 줄어들었다.
5)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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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문항의 요인 적재값 행렬 및 신뢰도
변수

구별-공정성

접근-정통성

학습-효과성

채용
프로그램

문화적 인식

관리정책

다양성 효과

측정문항
·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차별없는
동등한 대우
· 외국인 공무원의 인사나 승진에
있어 불이익 제거
· 외국인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것을
환영
· 외국인 공무원 채용이 외국인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 외국인 공무원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줌
· 외국인 공무원의 자국문화를 이해
하려고 노력함
· 공직채용에 있어 소수자나 여성에
대한 상대적 혜택을 주는 것에
찬성
· 문화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업무
성과 향상에 기여
·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대한 찬성
여부
· 채용된 외국인 공무원이 조직
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
· 다른 나라 사람사이의 문화적 차이
의 극복에 대한 견해
·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존중
·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
나 뉴스레터의 발행
· 외국인 공무원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 외국인 공무원을 위한 관리 프로
그램의 필요
· 조직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
· 조직의 업무성과 향상에 기여
·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요인
적재치

아이겐
값

Cronbac
h Alpha

1.533

0.694

1.491

0.651

1.677

0.805

1.956

0.634

1.665

0.589

1.547

0.512

2.353

0.862

0.875
0.875
0.864
0.864
0.916
0.916
0.504
0.608
0.847
0.784
0.690
0.763
0.779
0.588
0.804
0.745
0.884
0.891
0.881

0.6이상일때 측정문항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Hair, et al., 1998). 본 연
구에서는 문화적 인식과 관리정책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0.6보다 낮아 앞으로 연구에
서 이들 변수에 대해 더 타당한 측정문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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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양성 효과의 결정요인을 위한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치(Descriptive Statistics)와 설문문항에 대한 분석
<표 3>이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학습-효과성 변수가 평균
3.92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며, 채용 프로그램이 3.10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여준다. 먼저 다양성 시각에 대한 각 변수의 평균값 이상의 응답자들의 빈도
를 분석해 본 결과, 구별-공정성 시각이 57.3%, 접근-정통성 시각이 42.7%, 학습
-효과성 시각이 77.3%로써 학습-효과성 시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는 외국인 공무원 채용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가장 발전적인 시
각에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양성에 대해 접근할 때 구성원 간의 문화적 차
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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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외국인 공무
원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문
화적 다양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채용 프로그램에 대한 4개의 측정문항들의 응답항목을 평균했을때, 평균값
3.10이상의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8.8%를 차지했다. 이는 다양성 시각에 관
한 측정문항들의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낮은 비율이다. 각 문항별로 보면 먼저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찬성하느냐는 설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1.1%,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0%로써 전체 응답자의 35.1%만이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
은 공무원들이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다양성이 채용과정에서 주로 소수자나 여성에 대한 상대적
혜택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설문문항을 포함하였다. 조사결과,
36.0%만이 찬성의 의견을 보였고, 25.3%가 반대, 38.7%가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채용 프로그램에서의 다양성 개념 속에는 소수자나 여성에
대한 상대적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서의 이러한 집단에 대한 채용상의 혜택은 다양성 보다는 소수자 보호(전영평,
2007)나 남녀차별의 시각(김재기, 2006)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채용된
외국인 공무원이 조직발전에 기여할 것이냐는 설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가 39.1%,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9%로써 전체 응답자의 44.0%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42.2%가
중립적인 의견을, 13.8%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우
리나라 공무원들은 채용된 외국인 공무원이 조직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각 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구별-공정성

223

3.63

.75

접근-정통성

223

3.54

.73

학습-효과성

225

3.92

.59

채용 프로그램

224

3.10

.63

문화적 인식

225

3.66

.54

관리정책

223

3.78

.55

다양성 효과

225

3.2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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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인식에 대한 3개의 측정문항들의 응답항목을 평균했을때, 평균값 3.66
이상의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5.3%를 차지했다. 각 문항별로 보면, 다른 나
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일반적인 문화적 인식에 대한 설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0.4%,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28.0%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88.4%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문화적 인식에 대한 구체적 관심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았다.
설문조사결과, ‘그렇다’(29.3%), ‘매우 그렇다’(5.8%)라고 답한 응답자가 35.1%에
불과해 많은 공무원들이 아직 이러한 외국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관리정책에 대한 3개의 측정문항들의 응답항목을 평균했을때, 평균값 3.78이
상의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9.3%를 차지했다. 각 문항별로 보면, 다른 나라
의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나 뉴스레터의 발행에 대한 설문문항에 대해 전체 응
답자의 58.2%(‘그렇다’ 46.2%, ‘매우 그렇다’ 12.0%)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공무원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
한 설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3.7%(‘그렇다’ 60.4%, ‘매우 그렇다’ 13.3%)
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 공무원
과의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의 효과에 대한 3개의 측정문항들의 응답항목을 평균했을때, 평균값
3.37이상의 응답자가 57.4%를 차지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되었던 조직의 업무성과 향상에 대한 문항에서 전체 응답
자의 33.4%만이 긍정적인 답변(‘그렇다’ 30.7%, ‘매우 그렇다’ 2.7%)을 함으로써
3개의 측정문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대신, 조직의 전
문성 강화에 대한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50.7%(‘그렇다’ 45.8%, ‘매우 그렇다’
4.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의한 효과로 조직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기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다양성 인식과 효과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T-test와 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다양성 인식과
효과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
화적 인식에 대한 학력간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간에 문화적 인식에 있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간에 문화적 인식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 본 결
과,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적 차이를 더 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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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
다양성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4>가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모델에서 독립변수에 의한 종
2
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 값이 0.456부터 0.550의 범위를 보여준다. 다중

회귀분석결과, 접근-정통성과 채용 프로그램이 조직의 전문성, 업무성과, 경쟁력
으로 측정된 다양성 효과에 긍정적인 일관된 통계적 유의미성(유의수준 P
.001)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인
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각,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
식이 조직의 전문성, 업무성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반면, 구별-공정성, 문화적 인식, 관리정책은 조직의 전문성, 업무성과, 경쟁
력에 일관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학습-효과성은 세 가지 종속
변수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본 연구의 중요변수인 다양성 시각 중에서 오직 접근-정통성만이 조직의 전
문성, 업무성과, 경쟁력에 일관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있어 외국인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조직의 전문성, 업무성과, 경쟁력과 같은 다
양성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외국인 채용
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
위기에서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성 훈련 프
로그램은 조직 내에 다양성을 발전시키고 가치를 부여하는 전체적인 전략의 부
분으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Mathews, 1998).
한편, 구별-공정성 시각은 조직의 전문성을 제외하고는 조직의 업무성과와 경
쟁력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즉, 다양성을 구성원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차별없는 동등한 대우로 인식하는 것은 다양성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효과성
은 다양성 효과를 측정하는 세 가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세 가지 다양성 시각 중에서 가장 발전적이고 이상적인 학습-효
과성이 다양성 효과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학습-효과성이 다양성에 대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시각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시각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다양성 효과에 대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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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양성 효과의 결정요인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조직 전문성

조직 업무성과

조직 경쟁력

구분

회귀계수
(B)

표준오차

회귀계수
(B)

표준오차

회귀계수
(B)

표준오차

구별-공정성

.162*

.070

.114

.072

-.068

.068

접근-정통성

517***

.082

.525***

.085

.599***

.080

학습-효과성

.032

.102

-.086

.106

.091

.099

채용
프로그램

.391***

.080

.304***

.083

.394***

.078

문화적 인식

-.182*

.090

-.136

.093

-.093

.088

관리정책

.099

.094

.182

.097

.196*

.091

표본수(N)

225

225

225

R2

.526

.456

.550

Adjusted
R2

.513

.441

.538

29.646***

43.228***

F
39.284***
주: ***P.001, **P.01, *P.05

다양성 관리변수 중에서는 채용 프로그램만이 다양성 효과의 측정변수인 조
직의 전문성, 업무성과, 경쟁력에 일관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
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자 채용이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Meier and Stewart, 1992; Selden, 1997)와 조직 구성원들이 문화적으로 다양
하게 구성된 조직이 동질적으로 구성된 조직보다 더 경쟁적이라는 기존연구
(Adler, 2002)를 지지한다. 결국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
들로 인적 자원이 구성됨으로써 다양성의 의미가 더 구체화되며, 이러한 다양한
인적자원이 다양성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적 인식과 관리정책은 다양성 효과의 세 가지 측정변수에 일관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른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문화적 차
이에 대한 인식이 조직의 전문성, 업무성과, 경쟁력과 같은 다양성 효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결과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조직의 전문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관리정책은 조직의 경쟁력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한 실제 다양한 사람들을 채
용하는 프로그램이 다양성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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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다양성 관리의 구성요소로서 문화적 인식과 관리정책은
다양성 효과에 일관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
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다양성 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본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통해 기대하는 가장 큰 다양성 효과로 조직의 업무성과 향상이나 경쟁
력 강화 보다는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뽑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우리나라
에서의 다양성 효과에 있어 조직의 전문성 강화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연구의 함의와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이 다양성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었다. 설문조사결과, 먼저 다양성에 대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학습-효과성 시각이 세 가지 다양
성 시각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이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다문화정책과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인 국가정책과 집
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외국인 공무원 채용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5.1%만이 찬성의 견
해를 보임으로써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전문성, 업무성과, 경쟁력을 통해 다양성 효과를
측정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통해 기
대하는 가장 큰 다양성 효과로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뽑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
리나라에서의 외국인 공무원 채용의 주된 목적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
을 통한 업무성과의 향상보다는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6)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6)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실제적으로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재직하고 있는 서기관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그 서기관
도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통해 기대하는 다양성 효과는 조직의 업무
성과향상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인 공
무원이 우리나라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게 되면 새로운 다양성이 추가되고 이것을 어
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조직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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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다양성 논의를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성 이론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커
뮤니케이션 장애, 문화 및 가치관 충돌, 조직내 위화감 조성과 같은 부정적 효
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 효과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접근-정통성과 채용 프로그램이 조직의 전문성, 업무성과,
경쟁력으로 측정된 다양성 효과에 일관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
을 환영하는 인식과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프로그램이 다양성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이 실질적인 측면
에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제 우리나라와 외국인 공무원들
이 함께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다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실제 체험, 외국어 교육 등이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필요로 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일정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7) 또한 외국인 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공무원
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성과에 상응하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7개 정부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225명을 표본으로 외국인 공무원 채용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다양성 인
식이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수를 더 늘리고,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특성과 성격에 따라 다양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8)
둘째, 다양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있어 설문조사방법을 통한 연구가 거의 없
었기 때문에 설문문항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양성 인식에 대한 연구는
서베이 연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깊이 있는 서베이 연구를
위해 더 타당하고 정교한 설문문항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의 다양성 인식에 대한 첫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7) 최근, 기상청이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기상전문가의 채용을 고려하
는 것이 이러한 정책의 좋은 예이다.
8)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조직 간에 다양성 인식과 효과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
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분석결과, 조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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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문화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 추세이며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늦게 편승한 감이 없지 않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앞으로 행정학 분야에서 다양성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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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iversity and the
Effect on Korean Civil Servants: A Focus on the
Perception of the Recruitment of Foreign Civil
Servants
Jongho Ro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diversity among Korean
civil servants through the recruitment of foreign civil servants and to analyze how
this perception influences the effects of d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by
surveying civil servants working in seven government organization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 learning-effectiveness perspective showed the highest mean among
three diversity perspectives. OLS regression analysis was also employ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diversity

effects.

As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access-legitimacy perspective and recruitment program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diversity effects measured by organizational expertise, work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Korea seems to have become a multi-cultural country
where people of diverse races and ethnicities work together. Following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studies on diversity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will be actively
conducted.
【Key words: Diversity Perception, Diversity Effect, and Recruitment of Foreign Civil
Serv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