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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공직동기와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려는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 기관 유형의 구분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

다. 분석 결과 공공조직 전체 연구모형에서는 공직동기가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정(+)적인 영

향을, 신분불안은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직무만족은 조직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매개역할도 하고 있었다. 혁신적 조직인사제도를 미시행기관과 시행기관으

로 구분한 연구모형에서는 미시행기관과 시행기관 모두에 있어 공직동기는 직무만족과 조직성

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신분불안은 미시행기관에서는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나, 시행기관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함의

로 공직동기,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의 결정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신분불안도 중요한 결정

요인임이 확인되어 이론적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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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0년대 이후 행정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특징 중 

하나는 민영화(Privatization), 경쟁도입, 조직통폐합, 기능조정, 그리고 운영 효율화와 같은 민

간부문 관리기법의 공공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적용이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

공부문 혁신이 20세기 말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신분보장

이 공직의 생산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공공조직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통제 의지가 이러한 혁신을 추동하였다(양재진, 2003).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참여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을 추진하

였으며,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정부 규모의 축소와 공공부문의 선진화를 통해 무능･
불성실한 공직자의 퇴출 위협1)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성과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공공조직 

간 또는 공직자 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노정시킬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태도는 조직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

용한다. 구성원들의 태도는 조직의 입장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받게 되는 직무와 관련된 느낌이나 태도 등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

될 필요가 있다. 직무에 관한 동기와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태도는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신분불안(Job Insecurity)2), 직무불만 등의 부정적 요인은 조

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rewer & Selden(2000)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조직의 성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조직문화, 인적 자본과 능력, 리더십, 과업구조, 과업동기, 공직동기(Public Service 

1) 2007년 서울시와 울산시는 업무능력이 문제시된 소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퇴출제를 그리고 

2008년에는 농업진흥청이 공무원 상시 퇴출제를 각각 도입하였으며, 특히 서울시는 2008년에도 88명
의 퇴출후보를 선정하여 6개월 간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까지 정원의 약 14%에 해당하는 

1500명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부 인적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인사드래프트제를 골간으로 한 

혁신적 인사제도를 운영하였다.

2) 신분불안(Job Insecurity)은 직무안정성(Job Security)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무안정성은 

개인적 선호도를 포함한 요인이며, 무형적이고 강력한 감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Ashford, Lee & 
Bobko, 1989; Greenhalgh & Rosenblatt, 1984; King, 2000). “Job Insecurity"는 국내 경영학 분야에서는 

직무불안, 직무불안정, 직무불안정성, 고용불안, 고용불안정성 등으로 번역･소개하고 있으며, 행정학 

분야에서 최초로 박통희･김민강의 연구(2008)에서 ‘Job Insecurity’의 한국어로 표기시 용어 선택 검토

한 결과, 신분불안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행정학 분야에서는 좀 더 적실성 있는 용어라고 제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외 연구문헌 및 본 연구의 전개 내용 상 표기로는 신분불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국내 연구문헌은 학자들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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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PSM)3) 및 개인의 성과가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국

내의 연구에서도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분불안이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신분불안4)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이는 서울시의 인사혁신으로 인한 신분불안이 아직 최적 수준 이하의 상태에 있기 때문으

로 추정하였으며, 조직신뢰가 매개로 작용할 경우에는 조직시민행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박통희･김민강, 2008).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은 공직자의 인식에 따라 주관적인 특성을 지니며 조직성과

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태도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직

무 관련 태도, 특히 공직동기나 신분불안과 조직성과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박천오 외, 2001). 또한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논의와 이런 구조적 관계가 공공조직의 조직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신분불안에 대하여는 민간조직에서 활발히 연구되

어 왔으나, 공공조직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분불안의 원인 또는 결과에 대한 국내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논의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으로 확인･검증하고자 “공

공조직 조직성과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

조직 공직자만의 공직에 대한 특유의 직무동기에 대하여 논의 되고 있는 공직동기와 더불

어 공공조직의 신공공관리에 의해 대두되고 있는 무능･불성실한 공직자의 퇴출과 연공서열 

인사제도의 개혁에 의한 공직자의 신분불안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3) 공직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용어는 학자들에 따라 ‘공직동기’ 또는 ‘공공서비스동기’
로 다르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의미가 다소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국외 연구 문헌은 논의의 편의상 공직동기란 용어로 사용하고, 국내 연구문

헌은 학자들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4) Greenhalgh & Rosenblatt(1984)는 신분불안을 어떤 위협에 대처하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지각된 

무력한 상태로 보았으며(Ashford, Lee & Bobko, 1999), Cavanagh & Noe(1999)은 고용불안에 대한 전

반적 개념으로 자신의 직무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개념으로 보았다(Brockner, Grover, Reed & 
DeWitt, 1992; Ki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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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및 개념간의 인과적 관계

1. 이론적 논의

1) 조직성과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의 개념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가

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정 요소로 구성되는 불확정 개념이다(Collins & Smith, 2006). 

정우일 외(2011)는 조직성과는 조직과정의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효과성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보았으며, 민진(2003)은 조직효과성과 조직성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 

조직효과성은 사후적 성질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과정적･사전적 성질도 내포하고 있지만, 조

직성과는 전적으로 사후적 성질을 가지므로 양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Rainey(1996)는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 자체의 실

익이 없다고 파악하여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경향

은 일반적으로 성과를 여타 개념의 상위로 보거나 동일시하는 경향에 따라 개념정의가 이

루어진다. 성과를 다른 산출 및 결과의 변수들에 비해 상위 차원으로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효과성이나 능률성, 또는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 등 다른 구성요소들을 모두 성과의 하위개

념으로 파악한 경우가 있다. 

첫째, 성과가 다른 여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차원의 관점에서의 연구를 살펴보

면, 효과성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인 외(1999), 김호섭 외(2002), 권경득 외(2003), 강

여진(2005), 김태룡 외(2006)가 있고, 능률성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로는 이홍재 외(2006), 김

태룡 외(2006), 강여진(2005) 등이 있다. 

둘째, 성과의 개념을 효과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경우이다. 효과성과 동일한 개념으

로 성과를 사용한 연구로는 오을임 외(2002), 김근세･이경호(2005), 권경득(2005), 방석현 외

(2006) 등의 연구가 있다. 

셋째, 성과가 여타 개념의 하위구성요소로 보는 경우이다. 효과성의 하위변수로 성과를 

사용한 연구로는 김영환(2001), 김호정(2002), 정상현(2002), 안형기 외(2004), 하미승 외(2004)

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다른 산출 및 결과의 변수들에 

비해 상위 차원으로 보고,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효과성, 능률성, 공정성을 구성요소로 하여 

조직성과를 “조직 및 그 구성원이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을 통하여 이끌어 낸 조직의 성과”

로 정의하였다. 

조직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Rainey & Steinbauer(1999)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감독관청과의 관계,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조직임무의 매력, 리더십,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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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Brewer & Selden(2000)은 조직문화, 인적자본과 능력, 리더십과 감독, 직무구조, 공직

동기, 개인성과, Red Tape 등을, Friedlander & Pickle(1968)은 수익성, 직무만족도, 사회적 가

치 등을 조직성과의 결정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박천오 외(2001)는 한국 여성

공무원의 잠재적 생산성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성과를 연구함에 있어 Brewer & Selden의 연

구를 수정하여 독립변수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공직동기, 조직시민행동, 업무스트레스 심리

적 탈진, 성별 등을 제시하였으며, 권경득･임정빈(2003)은 조직문화, 인적자원관리, 리더십, 

조직시민행동, 공직동기, 행정개혁 노력 등을 들었다. 

2) 공직동기

Perry & Wise(1990)는 공직동기란 정부조직 또는 공공기관에 주어지는 자극에 대응하려는 

경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공직동기를 합리적, 규범적, 정서적 동기 등 3가지 토대로 구분하

였다. 이를 기초로 Perry & Hondeghem(2008)는 공직동기를 타인에게 이타주의적 태도를 지

니고 사회의 안녕을 형성하고자하는 동기 또는 행태라고 하였으며, Brewer & Selden(2000)

은 공직동기란 지역공동체 국민과 국가 및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기 

혹은 보다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그리고 자기희생적인 방법을 통해 공익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동기라고 하였다. 

한편 Rainey & Steinbauer(1999)는 공직동기를 지역공동체, 국가 및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

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기이고, 이러한 행태의 동기는 보다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그리고 

자기희생적인 방법을 통해 공익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직자들의 일

반적인 동기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에 Vandenabeele(2007)는 공직동기는 사적 이익

이나 조직의 이익을 넘어서는 신념, 가치, 태도 즉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고 개인이 언제나 

그에 부합하게 행동토록 하는 동기라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공직동기의 개념을 공익에 몰입, 동정, 희생

을 구성요소로 하여 공직자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정의하였다. 

3) 신분불안

신분불안은 직무상황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로 고용불안이 단순히 조직으로부터 고용을 

존속하려는 관심 뿐만 아니라 승진기회, 현 작업 상황, 장기적 경력기회의 상실 등 현재 유

지하고 있는 직무특성을 상실할지에 대한 개인의 관심을 반영한다는 것이다(Davy, Kinicki, 

& Scheck, 1997). Greenhalgh & Rosenblatt(1984)는 신분불안을 “개인이 직업과 관련하여 느

끼는 위협의 양”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개념은 이후 신분불안에 대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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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행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특히 Ashford 외(1989)은 신분불안에 대한 정의를 체계적으로 나누어 정의하면서, 신분불안

이 직무상실가능성과 무력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국･내외의 경영학 분야에서는 Greenhalgh 

& Rosenblatt(1984)와 Ashford 외(1989)의 신분불안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 들여왔다. 그러나 이

를 공공조직을 연구하는 행정학 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에 박통희･김민강(2008)은 신분불안을 직위에 대한 위협과 무력감으로 분리하여 사용할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통희･김민강(2008)의 연구에서 주장한 결과를 토대로, 신분불안

의 개념적 정의 중 직위에 대한 위협을 직무에 있어서도 위협을 받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분불안의 개념을 승진에 대한 불안, 공직유지에 대한 불

안 등을 구성요소로 하여 계급승진이나 공직 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의하였다. 

4)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 혹은 직무경험을 통해 느끼게 되는 즐거운 혹은 긍

정적인 감정의 상태로 정의된다(Locke, 1976). 직무만족은 관점에 따라 직무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global satisfaction)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직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만족(multi- 

facet satisfaction)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다(Tett & Meyer, 1993; Rice, 

Gentile, & McFarlin, 1991). Smith(1955)는 직무만족을 개별적 직무를 통해서 경험되는 모든 

감정의 총화 내지 균형 상태에서 좌우되는 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Osborne 외(1972)는 직

무과업, 작업조건, 동료관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느낌의 정

도로 정의하고 있다. Poter & Lawler(1968)는 직무만족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의 수준

을 초과한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Locke(1976)는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결과

에서 발생되는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직무만족은 내재적 만족(intrinsic satisfaction)과 외재적 만족(extrinsic satisfaction)으로 

나눌 수도 있다(Porter & Steers, 1973). 내재적 만족은 자신의 직무 및 직무활동 자체로부터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고, 외재적 만족은 직무를 통해 받게 되는 급여, 혜택, 직위 등을 통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한다(Dinham & Scott, 2000). 이런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Mason 

(1995)은 직무만족 요인으로 업무에 대한 흥미, 조직의 환류, 보수의 대내적 공정성, 동료관

계, 보수의 대외적 공정성, 상사관계, 성과평가, 공정한 대우,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 직장

에 대한 만족 등으로 구성하여 실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직무만족의 개념을 전반적인 직무에 

대한 만족을 구성요소로 하여 직무역할에 대한 개인의 총체적 좋고 나쁨의 평가적 반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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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였다.

2. 개념간의 인과적 관계 및 가설 설정

1) 공직동기와 조직성과

공직동기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개인적 성과, 목표달성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타주의, 정

부에 대한 신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 시민참여 및 정치참여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

(Crewson, 1997; Brewer & Selden, 2000). 그리고 공공부문 또는 공직 특유의 동기요인인 공

직동기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직동기가 높을수록 업무성과도 

높아질 수 있으며(Naff & Crum, 1999), 직무만족, 직무동기 등의 직무 관련 태도가 조직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천오 외, 2001). 

또한 김상묵(2003)은 공공서비스동기(PSM)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

고 있으며, 이근주(2005b)도 PSM과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조직 종사자들

은 민간조직 종사자들에 비해 PSM이 높으며, 높은 수준의 PSM은 높은 수준의 성과로 이어

진다고 주장하면서 높은 수준의 PSM 형성과 이의 유지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박순애(2006)는 공직동기와 직무동기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공직동기를 통해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이 조직성과를 제고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조태준･윤수재(2008)의 연구결과도 공직동기가 조직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영안･이홍재(2009)는 직무동기, 직무만족은 조직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공직동기는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신분불안과 조직성과

신분불안은 조직의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는 정보원이 불확실하거나 부

정확할수록 부적절한 불안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Schweiger & Ivancevich, 1985). 조직 

구성원의 신분불안 요인과 조직성과 및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연구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직무를 인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직무에 정서적으로 반응하

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분불안의 지각은 조직성과와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

다(Ashford, 1989; Oldham, 1986). 신분불안이란 직원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특성 

중 중요시하는 부분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자체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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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전체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인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직무에 정서적

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Dubin & Champoux, 1977: Ashford 외, 1989; Lim, 

1996)에서 신분불안 지각은 직무만족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특히 

Oldham 외의 연구(1986)는 직무안정성을 더 낮게 지각하는 종사원들이 다양한 비교집단에 

비해 그들 직무에 덜 만족해 한다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Ashford(1989), Oldham

의 연구(1986)에서도 신분불안은 직무만족과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artely(1991)는 신분불안을 포함하는 직무관련 기대가 직접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

다고 했으며, Locke(1969)는 신분불안의 인식은 직무만족과 부정적인 영향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남기섭･유병주(2007)는 직무의 불안정성 지각이 조직성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직무불안정성은 조직성과(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박준철･박진영(2008)도 

직무불안정성,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성과(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으

며, 고종식(2008)은 직무불안정성의 인식이 조직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분불안 요인은 조직성과에 부정적 관계가 있고, 특히 조직적 및 개인적 요

인이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박상언･이영면(2004)의 연구는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에서 잔존 사원들이 느

끼는 고용불안은 신뢰와 조직몰입 등 이들이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 지각하는 태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고용불안과 직무성

과간의 관계는 오히려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박통희･김민강(2008)은 서

울시를 대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신분불안의 영향을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 사

회적 우려와는 달리 신분불안이 직접적으로 조직성과의 구성요소라고 불리우는 조직시민행

동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인사혁신으로 인한 신분불안이 아직 최적 수준 이

하의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신분불안은 조직신뢰를 매개로 조직시민행

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신분불안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직무만족과 조직성과

최근 많은 연구들은 직무만족과 조직성과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박천오 외(2001)는 여성공무원의 잠재적 생산성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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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해 40개 기관의 남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태도가 조직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

적 탈진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Kim(2005)은 개인

차원의 직무 관련 태도 즉 직무만족이 조직성과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박천오 외(2001)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직무만족, 직무동기 등의 직무 관련 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직무만족, 직무동기 등의 직무 관련 태도가 조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왕태규(2007)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조직성과 향

상을 위하여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직

무만족이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이영안･이홍재(2009)도 직

무만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직무만족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직무만족의 매개역할

공직동기, 신분불안이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는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동

기는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 대한 높은 공직동기를 가진다면 조직의 목표와 가치 추

구에 대한 강한 긍정적 믿음은 직무만족을 높이게 되어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신분보장에 대한 위협으로 직위에 대한 불안과, 승진에 대한 부담, 퇴출의 위

험성으로 인한 공직자의 신분불안의 가중은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열정과 만족감을 저하시

키게 되고 직무에 대한 불만족은 직무에 대한 몰입 부족으로 이어져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여 직무만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공직자는 직무에 대하여도 항상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

무에 대하여 직무만족을 느끼게 됨으로써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

극적인 참여 및 만족을 느낌으로써 공공조직의 효과성,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대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조직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Naff & Crum, 1999; Rainey & Steinbauer’s, 1999; 

Brewer & Selden, 2000; 박순애, 2006, 이근주･이혜윤, 2007; 조태준･윤수재, 2008; 이영안･이
홍재, 2009). 

반면에 공공조직 공직자의 강력한 신분보장에 대한 위협은 직위에 대한 불안, 승진에 대

한 부담, 퇴출의 위험성으로 인한 신분불안을 가중시켜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열정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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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저하시키고 직무에 대한 불만족은 직무에 대한 몰입 부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업무처리에 있어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성과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민간부

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의 맥락과 같을 것이다(Ashford 외, 1989; Oldham, 1986; 박계두, 

2001; 허용덕, 2003; 남기섭･유병주, 2006; 남기섭･유병주, 2007, 박준철･박진영, 2008; 고종

식, 2008). 

직무만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사람

은 조직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직무만족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호감,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이직률과 결근율 감소로 조직의 효

과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함은 물론 대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나 역할에 몰두하

게 되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Ostroff, 1992; Yousef, 1998; Somers & Birnbaum, 2000; Brewer & 

Selden, 2000; 왕태규, 2007; 이영안･이홍재, 2009).

따라서 공직동기, 신분불안은 조직성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가질 것으로 여겨

질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관계로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 즉 

직무만족은 공직동기, 신분불안과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

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 공직동기는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직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신분불안은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직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혁신적 조직인사 시행에 따른 기관 구분

공공조직 구성원인 공직자들의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 등의 직무관련 태도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직무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며, 특히 혁신적 조직인사제도 등의 미시행기관과 시행기관 간의 비교시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6> 공직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8>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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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9> 공직동기가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0> 신분불안이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종합적 논의

이상의 논의를 통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신분불안에 대한 용어 또는 개

념에 대한 일치되는 견해는 없고 공공조직에서 신분불안에 적합한 측정지표 수준도 정립되

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학 분야에서 신분불안과 관련된 연구는 박통희･김민강(2008)의 연

구를 제외하고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조직도 신공공관리에 의해 민간기법의 도입

으로 공직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어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이 있다. 

둘째, 기존 연구는 연구대상 범위를 공공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성과의 결정요인

을 연구하였으나, 공공조직을 세분화할 경우 공직자의 신분불안이나 공직동기에 어떤 영향

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공공전체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공

공조직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와의 부합성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선진화로 인한 혁신적 조직인사제도의 도입으로 공직자로서 누리고 있

던 강력한 신분보장에 대한 위협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이 조

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간조직을 대상

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신분불안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

고 있으며, 일부 공공조직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분불안으로 인하여 공익보다는 개인의 안위

나 사적이익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혁신적 조직인사제도 등의 미시행기관과 시행기관 간의 비교를 통해 그 

영향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존 연구는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 등과 조직성과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요인 관련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를 간과한 채 공직동기, 신분불안과 

조직성과 간의 부가적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있어 매개

변수의 효과분석이나 어느 변수가 조직성과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 등을 추

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조직성과 결정요인의 검토내용은 요약하여 <부록> 으로 제시하였다.



12 ｢행정논총｣ 제50권 제1호

Ⅲ. 연구모형 및 변수의 구성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 간의 

인과적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 등을 포함하는 

결정요인 변수와 결과요인인 조직성과로 종속변수를 구성하여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직동기, 신분불안을 독립변수로, 직무만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

고, 공직동기와 신분불안이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등에 대한 구

조적 관계를 분석5)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PSM

pm4e4
1

pm3e3
1

pm2e2
1

pm1e1
1

1

JIS

js4e8

js3e7

js2e6

js1e5

1

1

1
1

1

JSF

jf1 e9

jf2 e10

jf3 e11

jf4 e12

PER
pr2 e14

pr3 e15

pr4 e16

1
1

1

1

1

1

1

1

pr1 e13
1

1

d1

1

d2

1

PSM; 공직동기, JIS; 신분불안, JSF; 직무만족, PER; 조직성과

5) 자료의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 통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각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T-test, ANOVA 분석을 실

시하였다. AMOS 18.0 프로그램을 통해 타당도 분석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

계수 분석 및 각각의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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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통해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설정하였다. 

첫째, 경로모형은 인과적 폐쇄성(causal closure), 단일방향의 비대칭적 인과관계(recursive 

causality)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독립변수들로부터 출력되는 영향력이 역화살표 방

향으로는 환류되지 않고 화살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는 선형(liner)임을 가정한다. 

셋째, 공직동기 변수와 신분불안 변수는 인과체계에서 외부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 외생

변수임을 가정한다.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 공직동기의 측정항목은 Brewer & Selden(2000), 박천오외(2001), 왕태규(2007), 

이영안･이홍재(2009) 등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① 공공봉사의 중요성 인식 ② 사회공헌 중

시 ③ 사회 선을 위한 자기희생 ④ 동료와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 등 4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신분불안의 측정항목은 Ashford, Lee & Bobko(1989), 박통희･김민강(2008), 남기섭･유병주

(2006) 등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① 제 때 승진하지 못할 가능성, ② 원하지 않는 퇴직 압

력을 받을 가능성, ③ 후임자보다 낮은 직급에 있게 될 가능성, ④ 상대적 덜 중요한 업무 

맡게 될 가능성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무만족은의 측정항목은 Mason(1995), 박천오 외(2001), 이영안･이홍재(2009) 등이 사용

한 측정항목을 활용하여 ①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만족, ② 직무의 중요성 인식, ③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 ④ 직무 전반에 대한 만족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직성과의 측정항목은 Brewer & Selden(2000), 박천오 외(2001), 왕태규(2007), 이영안･이
홍재(2009) 등이 사용한 측정항목을 활용하여 ① 업무성과의 질 개선, ② 지속적인 성과의 

향상, ③ 공정한 업무처리, ④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측정항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

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측정변수 및 구체적인 측정항목들을 정리하면 표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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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도구6)

변수 측정항목 출처

공직동기
(PSM)

pm1. 의미있는 공공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pm2. 개인적 성취보다 사회 공헌을 중시하고 있다.
pm3. 사회 선(善)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감내할 수 있다.
pm4. 동료와의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고 있다.

Brewer & Seldon(2000)
박천오 외(2001)
왕태규(2007)
이영안･이홍재(2009)

신분불안
(JIS)

js1. 제 때 승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js2. 원하지 않는 퇴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js3. 후배보다 낮은 직급에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js4. 조직에서 상대적 덜 중요한 업무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Ashford, Lee & Bobko(1989)
박통희･김민강(2008)
남기섭･유병주(2006)

직무만족
(JSF)

jf1. 내가 수행한 직무결과에 대한 만족한다.
jf2. 내가 맡고 있는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jf3. 내가 맡고 있는 직무가 재미있고 유쾌하다.
jf4. 직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Mason(1995)
박천오 외(2001)
이영안･이홍재(2009)

조직성과
(PER)

pr1. 조직의 업무성과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
pr2. 조직의 성과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pr3. 조직은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pr4. 조직은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Brewer & Selden(2000) 
박천오 외(2001)
왕태규(2007)
이영안･이홍재(2009)

 주) 출처에 밝힌 크론바흐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는 모두 0.70 이상임. 

Ⅳ. 자료수집 및 기술통계 분석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전체 20개 연구대상 기관 중 혁신적 인사제도7) 미시행기관과 시행기관으로 구

분하여 각 10개씩 할당하여 연구대상 기관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5월 2일에서 5

월 23일까지 3주간 동안 각 기관별 30부 내지 40부씩 총 660부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

하여 실시하였다. 

6)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인의 자기진술에 의해 측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 문

제를 검토하고자 설문을 통한 주관적 조직성과 결과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객관적 조직평가 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708*(p=0.0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큰 무리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7) 기존 공공조직의 인사제도는 신분보장과 정년보장,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등에 의한 인사제도를 운

영하였으나, 최근 도입된 혁신적 인사제도는 현장근무 등의 재교육, 보직 추천제, 공개 경쟁보직제 

및 서열파괴 인사, 일하고 싶은 직원을 선택하는 인사드래프트제 등을 통해 우수한 공직자를 우대하

고 무능한 부적격자를 퇴출시켜 조직의 성과와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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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90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89%를 보였다. 이렇게 회수된 

59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사용 불가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575부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배부 및 회수된 설문지 수를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표 2> 조사대상8) 

행정기관 공공기관

농림수산식품부(40/34)♣, 행정안전부(40/40)
보건복지부(40/37), 고용노동부(30/24)
국민권익위원회(30/10), 경기도(30/27)
서울시(30/27)♣, 경상북도(30/25)
대구광역시(30/27)♣, 울산광역시(30/30)♣

한국가스공사(30/27)♣,한국도로공사(30/28)♣ 
한국전력공사(30/25)♣, 한국수자원공사(30/30)♣ 
한국소비자원(30/30),교통안전공단(30/22)
한국지방행정공제회(30/27),농협중앙회(40/40)♣
수협중앙회(40/40)♣,산림조합중앙회(40/40)

 주) ♣ 표시 기관은 조직 통폐합 혹은 혁신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임.

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249.452(df=98, p=.000), Q=2.545, GFI=0.948, AGFI= 

0.928, RMR=0.035, NFI=0.925, IFI=0.953, TLI=0.943, CFI=0.953, RMSEA=0.052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수용가능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GFI, 

AGFI, NFI, TLI 등은 0.9 이상, RMR는 0.05이하, RMSR은 0.06이하로 좋은 모형으로 평가된

다(송지준, 2008).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요인값인 C.R값을 보면 모두 1.965(p<0.001)를 초과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고,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9) 역시 모두 0.4 이상, 다중상관자승(SMC)도 0.2이

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평균분산추출(AVE)의 경우 모두 0.5 이상이며, 개념신뢰도 

역시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성10)도 확인되어 공공조직의 연구모형은 표본자료에 

8) 안병영 외(2008)가 구분한 공적･사적부문의 영역의 구분기준을 참조하여 전통적 정부부문인인 행정

기관을 국민의 대표기기관인 의회로부터 정치적 책임성을 지는 정부조직, 즉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

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공공기관을 부처조직들과 독립된 조직이지만 부처들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처와 긴밀하게 연계된 공적 조직, 즉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9) 김계수(2010), Hair, Anderson, Tatham & Black(1998)은 요.인적재량이 0.3이상이면 최소한 수준이고, 
0.4이상이면 유의한 수준이고 0.5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10) 판별타당성은 A.V.E > (상관계수)2가 성립되면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성이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계수가 가장 큰 값은 직무만족과 조직성과 간의 상관계수로 0.508이었다. 직무만족의 AVE 
0.628, 조직성과의 AVE가 0.572이며, 직무만족과 조직성과 간의 (상관계수)2 은 0.258이다. 따라서 

직무만족 및 조직성과 AVE 0.628, 0.572 > (상관계수)2 0.258가 성립되어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측정변수 간에도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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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연구모

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
측정
변수

표준화 
추정계수

표준
오차

C.Ra S.M.Cb A.V.Ec 개념
신뢰도d

공직
동기

pm1 0.648 - 0.420

0.545 0.824
pm2 0.757 0.079 13.369*** 0.573

pm3 0.742 0.076 13.262*** 0.550

pm4 0.497 0.057  9.864*** 0.247

신분
불안

js1 0.703 - - 0.494

0.540 0.823
js2 0.602 0.075 12.292*** 0.363

js3 0.802 0.074 14.742*** 0.644

js4 0.668 0.066 13.407*** 0.446

직무
만족

jf1 0.725 - - 0.525

0.628 0.870
jf2 0.637 0.058 14.324*** 0.406

jf3 0.869 0.065 18.962*** 0.755

jf4 0.799 0.061 17.863*** 0.639

조직
성과

pr1 0.622 - - 0.387

0.572 0.841
pr2 0.729 0.101 13.100*** 0.531

pr3 0.668 0.095 12.387*** 0.447

pr4 0.752 0.103 13.324*** 0.565

측정모델적합도
X2=249.452(df=98, p=.000), Q=2.545, GFI=0.948
AGFI=0.928, RMR=0.035, NFI=0.925, IFI=0.953

TLI=0.943, CFI=0.953, RMSEA=0.052

 주) a: ***p<.001, b: Square Multiple Correlation, c: Average Variance Extraced, d: Composite Reliability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측정하는 Cronbach’s ⍺계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0.7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변수들의 Cronbach’s ⍺계수 값은 

공직동기가 0.749, 신분불안 0.783, 직무만족 0.842, 조직성과 0.787로 나타나 각 변수 모두의 

Cronbach’s ⍺계수값이 0.7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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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뢰도 분석

변수 항목 수 Cronbach’s α

공직동기 4 0.749

신분불안 4 0.783

직무만족 4 0.842

조직성과 4 0.787

3. 기술통계 분석

표본의 특성은 첫째, 응답자 중 성별 분포는 남성 421명(73.2%), 여성 154명(26.8%)로 나

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243명(4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206명(35.8%), 20대가 65명(11.3%), 50

대가 61명(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수준별 분포는 대졸 학력자가 398명

(69.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 97명(16.9%), 전문대졸이 50명(8.7%), 

고졸 30명(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속년수별 분포는 5년 미만 137명(2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년이상～10년미만 117명(20.3%), 20년 이상 112명(19.5%), 15년

이상～20년미만 107명(18.6%), 10년이상～15년미만 102명(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직급별 분포는 대리(주무관)급이 243명(4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과장(사무관)급 196명(34.1%), 사원 102명(17.7%), 팀장(서기관)급 이상 34명(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 표본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표본의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421 73.2

근속
년수

5년미만 137 23.8
여자 154 26.8 5년이상~10년미만 117 20.3

연령

20대  65 11.3 10년이상~15년미만 102 17.7
30대 243 42.3 15년이상~20년미만 107 18.6
40대 206 35.8 20년 이상 112 19.5
50대  61 10.6

직급

사원(조사관) 102 17.7

학력

고졸  30  5.2
대리(주무관) 243 42.3

전문대졸  50  8.7
과장(사무관) 196 34.1대학교졸 398 69.2

팀장(서기관) 이상  34  5.9대학원이상  97 16.9

각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공직동기의 평균값은 3.601이며 표준편차는 0.631이고,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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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평균값은 3.369이며 표준편차는 0.695이고, 직무만족의 평균값은 3.569이며 표준편차

는 0.754이고, 조직성과의 평균값은 3.567이며 표준편차는 0.658로 각각 나타났다. 각 변수 

중 평균값의 순위는 공직동기, 직무만족, 조직성과, 신분불안의 순이었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하였으며, 상관관계가 

r= 0.8이상이면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배병렬, 2002)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 .508이 가장 큰 계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직동기의 경우 신분불안과의 상관계수는 -.110으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직

무만족과의 상관계수는 .450이고, 조직성과와의 상관계수 역시 .387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불안의 경우 직무만족과의 상관계수는 -.197로, 조직성과와의 상

관계수 역시 -.207로 각각 나타나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

무만족의 경우는 조직성과 간의 상관계수는 .508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과 같이 기술통계 분석에 대한 결과를 <표 6>로 정리하였다.

<표 6>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변수 평균 표준편차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 조직성과

공직동기 3.601 0.631 1.000    

신분불안 3.369 0.695 -0.110**  1.000

직무만족 3.569 0.754  0.450**  -0.197**  1.000  

조직성과 3.537 0.658  0.387**  -0.207**   0.508** 1.000

 주) **p<.01

4.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

공직동기의 경우, 성별에서는 남성의 평균값이 3.66로 3.42인 여성보다 높았으며 통계적

으로도 유의미(t=4.167***, p=.000)하였으며, 연령의 경우 2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평균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F=10.828***, p=.000)하였으며, 근속년수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평균값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F=7.665***, 

p=.000)하였다. 직급의 경우도 직급이 높아질수록 평균값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F=5.504***, p=.001)하였다. 또한 소속의 경우 행정기관이 공공기관보다 높은 공직동기 수

준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t=2.877***, p=.004)하였다. 반면 학력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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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불안의 경우, 연령의 평균값은 40대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F=7.107***, p=.000)하였으며, 근속년수의 평균값은 5년이상～10년미만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F=6.101***, p=.000)하였다. 직급의 경우도 통계적으로는 유의

미(F=3.315*, p=.020)하였다. 반면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력, 직급, 소속 등에 있어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무만족의 경우, 성별에서는 남성의 평균값이 3.64로 3.35인 여성보다 높았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t=4.124***, p=.000)하였으며, 연령의 경우 2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평균값이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F=3.351*, p=.019)하였다. 반면 조사대상자

의 학력, 근속년수, 직급, 소속 등에 따른 직무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조직성과의 경우, 연령의 평균값은 40대가 3.62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F=3.340*, p=.019)하였다. 반면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력, 근속년수, 직급, 소속 등에 따른 조

직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Ⅴ. 가설 검증결과

1. 공공조직 검증결과

공공조직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여 <표 7>로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249.452, df=98(p=.000), Q=2.545, GFI=.948, RMR=.035, RMSEA= 

.052, NFI=.925, TLI=.953, CFI=.953, AGFI=.928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가 모두 0.9를 넘었

으며 Q, RMR과 RMSEA도 기준에 만족하여 적합한 연구모형으로 검증되었다.

<표 7>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

적합도 
지수

절대 증분 간명

X2 df P Q(X2/df) GFI RMR RMSEA NFI TLI CFI AGFI

판단기준 - - - ≤3.0 ≥0.90 ≤0.05 ≤0.06 ≥0.90 ≥0.90 ≥0.90 ≥0.90

값 249.452 98 .000 2.545 .948 .035 .052 .925 .943 .953 .928

공공조직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는 <표 8> 및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

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직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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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의미하는 경로계수는 p<.001 수준에서 .467로 정(+)적인 영향을, 신분불안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경로계수는 p<.001 수준에 -.181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직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경로계수는 p<.001 수준에서 .213으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설 1>은 채택되었으며,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

향력을 의미한 경로계수는 p<.05 수준에서 -.091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 경로계수는 

p<.001 수준에서 .493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3>도 채택되었다. 

<표 8> 경로계수 분석

경로
경로계수

S.E C.R P
표준화 비표준화

JSF <-- PSM  .467  .510 .061   8.332*** .000

JSF <-- JIS -.181 -.192 .050  -3.835*** .000

PER <-- PSM  .213  .166 .044   3.792*** .000

PER <-- JIS -.091 -.069 .035 -1.978* .048

PER <-- JSF  .493  .353 .045   7.891*** .000

주1) *p<.05, **p<.01, ***p<.001
주2) 공직동기; PSM, 신분불안; JIS, 직무만족; JSF, 조직성과; PER.

<그림 2> 공공조직 분석결과

PS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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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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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4 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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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53
pr2 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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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3 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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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4 e1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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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0

.73

.67

.75

.39
pr1 e13

.6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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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1

-.18

d1

d2

-.14

χ2=249.452, df=98(p=.000), GFI=.948, RMR=.035, RMSEA=.052
NFI=.925, TLI=.943, CFI=.953, AGFI=.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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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 연구모형의 조직성과에 대한 직접･간접효과･총효과는 부트스랩핑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조직성과에 미치는 총효과는 직무만족이 .493**(p=.0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직동기 .443**(p=.002), 신분불안 -.180**(p=.004)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동기와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공직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13***(p<.001),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는 .230**(p=.002)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1* 

(p<0.05)로,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89***(p=.001)로 나타났다. 

공공조직 연구모형의 공직동기와 조직성과 간의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신분불안과 조직

성과 간의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공직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는 .230으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4>

는 채택되었으며,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는 -.089

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5>도 채택되었다. 

매개효과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직동기가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직

접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조직성과 효과분석

구 분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

조직성과

직접효과  .213***(p<.001)  -.091*(p<.05) .493***(p<.001)

간접효과 .230**(p=.002)    -.089***(p=.001) -

총 효 과 .443**(p=.002)   -.180**(p=.004) .493**(p=.002)

 주1) *p<.05, **p<.01, ***p<.001
 주2) 간접효과: 공직동기(PSM)/신분불안(JIS) → 직무만족(JSF) → 조직성과(PER)

2. 혁신적 조직인사제도 미시행기관(유형Ⅰ)과 시행기관(유형Ⅱ) 간 비교 

검증결과

혁신적 조직인사제도 미시행기관(유형Ⅰ, N=272)과 시행기관(유형Ⅱ, N=303)으로 구분하

여 집단 간 비교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10>와 같다. 유형Ⅰ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171.024, df=98(p=.000), Q=1.745, GFI=.929, RMR=.040, RMSEA=.052, NFI=.898, TLI=.943, 

CFI=.953, AGFI=.902로 나타났으며, 유형Ⅱ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203.231, df=98 

(p=.000), Q=2.074, GFI=.922, RMR=.040, RMSEA=.060, NFI=.887, TLI=.924, CFI=.938, AG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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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로 나타났다. <표 10>와 같이 적합도 지수가 모두 0.9를 넘거나 0.9에 근접하였으며, Q, 

RMR 및 RMSEA도 기준에 만족하여 비교적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

적합도

지수

절대 증분 간명

X2 df P Q(X2/df) GFI RMR RMSEA NFI TLI CFI AGFI

유형Ⅰ 171.024 98 .000 1.745 .929 .040 .052 .898 .943 .953 .902

유형Ⅱ 203.231 98 .000 2.074 .922 .040 .060 .887 .924 .938 .891

혁신적 조직인사제도 미시행기관(유형Ⅰ)과 시행기관(유형Ⅱ) 간의 비교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및 비교 분석결과는 <표 11> 및 <그림 3>와 같다. 공직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유형Ⅰ의 경로계수는 .563로 정(+)적인 영향을, 유형Ⅱ의 경로계수는 

.363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두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두 기관 간의 경로계수에 대한 비교 분석11) 결과 p<.05수준에서 C.R값이 -.904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분불안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유형Ⅰ의 경로계수는 -.061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유형Ⅱ의 경로계수는 -.276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기관 간

의 경로계수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p<.05수준에서 C.R값이 -2.062로 나타나 유형Ⅱ(β

=-.276)가 유형Ⅰ(β=-0.61)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직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유형Ⅰ의 경로계수는 .237로 정(+)적인 

11) 혁신적 조직인사제도 미시행기관(유형Ⅰ)과 시행기관(유형Ⅱ) 간 비교 연구모형 내의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들을 비교할 경우 구분된 기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비제약모형과 측정가중치모형, 
구조가중치모형 간의 X2를 검증한 결과, 측정가중치모형은 자유도가 12로 증가하면서 ΔX2 = 
20.019(p=.067)로 분석되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측정동일성을 만족하였으며, 구조가중

치모형은 자유도가 17로 증가하면서 ΔX2 = 31.351(p=.018)로 분석되어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 비교

시 적어도 어느 하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Δdf ΔX2 P
NFI

Delta-1
IFI

Delta-2
RFI

rho-1
TLI

rho2

 Measurement Weights 12 20.019 .067 .006 .006 -.001 -.001

 Structural Weights 17 31.351 .018 .009 .01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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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유형Ⅱ의 경로계수는 .194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두 p<.01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공직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6>은 기각되었다. 한편 두 기관 간의 경로계수에 대한 비교 분

석 결과 p<.05수준에서 C.R값이 .440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유형Ⅰ의 경로계수는 -.005로 부(-)적인 

영향을, 유형Ⅱ의 경로계수는 -.163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형Ⅰ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으나 유형Ⅱ의 경로계수는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7>

은 채택되었다. 한편 두 기관 간의 경로계수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p<.05수준에서 C.R값이 

-1.925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유형Ⅰ의 경로계수는 .507로 정(+)적인 

영향을, 유형Ⅱ의 경로계수는 .474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두 p<.001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8>은 기각되었다. 한편 두 기관 간의 경로계수에 대한 비교 분

석 결과 p<.05수준에서 C.R값이 .447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경로계수 및 비교 분석

경로
경로계수

S.E C.R P
표준화 비표준화

유형Ⅰ

JSF <-- PSM  .563  .551 .082   6.696*** .000
JSF <-- JIS -.061 -.066 .072 -0.914 .361
PER <-- PSM  .237  .149 .058   2.583** .010
PER <-- JIS -.005 -.003 .047 -0.073 .942
PER <-- JSF  .507  .326 .065   4.987*** .000

유형Ⅱ

JSF <-- PSM  .363  .439 .092   4.796*** .000
JSF <-- JIS -.276 -.285 .070  -4.067*** .000
PER <-- PSM  .194  .185 .068  2.716** .007
PER <-- JIS -.163 -.133 .053 -2.511* .012
PER <-- JSF  .474  .374 .062   6.039*** .000

경로
경로계수 비교

C.R
유형Ⅰ 유형Ⅱ

JSF <-- PSM   .563***   .363***  -.904
JSF <-- JIS -.061  -.276***  -2.062*

PER <-- PSM   .237**  .194**   .440
PER <-- JIS -.005 -.163* -1.925
PER <-- JSF   .507***   .474***   .447

 주1) *p<.05, **p<.01, ***p<.001
 주2) 공직동기; PSM, 신분불안; JIS, 직무만족; JSF, 조직성과;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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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형Ⅰ과 유형Ⅱ의 비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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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조직인사제도 미시행기관(유형Ⅰ)과 시행기관(유형Ⅱ) 간의 비교 연구모형에 대한 

조직성과 효과분석 결과는 <표 12>과 같다. 유형Ⅰ의 조직성과에 대한 직접･간접효과･총효

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총효과는 공직동기가 

.523**(p=.0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직무만족 .507***(p=.001), 신분불안 

-.036(p=.709)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동기와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공직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37** 

(p<0.01)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286***(p=.001)으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05(p<0.05)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31(p=.396)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유형Ⅱ의 조직성과에 대한 직접･간접효과･총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총효과는 직무만족이 .474**(p=.0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공직동기 .366**(p=.002), 신분불안 -.293**(p=.002)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동기와 신분불

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공직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94**(p<0.01)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는 .172***(p=.001)로 나타났다. 한편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63* 

(p<0.05)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130***(p=.001)로 나타났다. 

혁신적 조직인사제도 미시행기관(유형Ⅰ)과 시행기관(유형Ⅱ) 간의 비교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공직동기가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

는 유형Ⅰ의 매개효과는 0.286, 유형Ⅱ의 매개효과는 0.172로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있으며, 모두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나타나 

공직동기가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된 기관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9>은 기각되었다. 두 기관 간의 간접 경로계수는 상대적으로 유

형Ⅰ이 유형Ⅱ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분불안이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유형Ⅰ의 

매개효과는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의미가 없으며, 유형Ⅱ의 매개효과

는 -0.130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신분불안이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0>은 채택되었다. 유형Ⅰ에서 신분불안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직성과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형Ⅱ에서 신분불안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러한 직무불만족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형Ⅰ에서는 공직동기가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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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는 직접효과보다 더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형Ⅱ에서는 공직동기와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은 모두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작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표 12> 조직성과 효과분석

구 분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

유형Ⅰ 조직성과

직접효과 .237** (p<.01) -.005 (p<.05) .507*** (p<.001)

간접효과 .286*** (p=.001) -.031 (p=.396) -

총 효 과 .523** (p=.003) -.036 (p=.709) .507*** (p=.001)

유형Ⅱ 조직성과

직접효과 .194** (p<.01) -.163* (p<.05) .474*** (p<.001)

간접효과 .172*** (p=.001) -.130*** (p=.001) -

총 효 과 .366** (p=.002) -.293** (p=.002) .474** (p=.002)

 주1) *p<.05, **p<.01, ***p<.001
 주2) 간접효과: 공직동기(PSM)/신분불안(JIS) → 직무만족(JSF) → 조직성과(PER)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공직동기와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데 

그 주된 목적두고, 추가적으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및 조직성과의 결정요인들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를 토대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직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조직의 구성원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헌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 조직구성원이나 조직의 

이익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이며 공익실현을 중요시하여 공공조

직의 효과성,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대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

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조직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석결과는 박천오 외(2001), 김상묵(2003), 이근주(2005b), 박순애(2006), 조태준･윤수재

(2008), 이영안･이홍재(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며, 공공조직을 혁신적 조직인사제도의 

시행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와도 부합하였다. 그러나 왕태규(2007)가 주장한 직무동

기,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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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전문성 부족, 복지부동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해

야 한다는 자생적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조직성과 제고를 위하여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민간조직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공공조직 공직자들의 신분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자의 신분불안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업무처리에 있어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조직 전체의 성과 제고를 

위한 시너지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조직의 이익 즉 공익보다는 개인의 

안위나 사적 이익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석 결과는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박계두(2001), 허용덕(2003), 남기섭･
유병주(2006), 남기섭･유병주(2007), 박준철･박진영(2008), 고종식(2008)의 연구결과가 공공조

직에도 적용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박상언･이영면(2004)이 주장한 신분불안과 조직성과간

의 관계는 오히려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박통희･김민강(2008)이 주장한 신분

불안이 직접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

과로 나타났다. 

혁신적 조직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으나 미시행기관에서는 신분불안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분불안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신분안정에 위협적인 조직인사제도 등의 시

행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공직자들도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조직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직무만족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호

감,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이직률과 결근율 감소로 조직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함은 물론 대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직

의 성과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나 역할에 몰두하게 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며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분석 결과는 박천

오 외(2001), Kim(2005), 왕태규(2007), 이영안･이홍재(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며, 공

공조직을 혁신적 조직인사제도의 시행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와도 부합하였다. 또한 

직무만족은 공직동기 변수와 결합되었을 때 그 영향력은 배가되었으며, 신분불안 변수와 결

합되었을 때도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배가 되어 직무만족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넷째, 공공조직 조직성과에 대한 공직동기, 신분불안 변수들의 직·간접적인 상대적인 기여

도는 공직동기, 신분불안의 순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분

석결과는 공공조직 조직성과에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직동기이며, 비록 신

분불안은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신분불안이 공공조직의 조직성과의 중요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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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하나임이 새로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와 공공조직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실천적 측

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조직 조직성과의 결정요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제의 

영향력을 갖는 신분불안과 공직동기를 동시에 고려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공직동기가 

공공조직 조직성과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재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

구는 그 동안 공공조직 분야에서 연구가 부진했던 신분불안을 사용한 시발적 연구로 공공

조직 조직성과를 고찰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신분불안이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같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을 매개로 공공

조직 조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본 연구로 밝혀졌으나 혁신적 인사제도

의 운영으로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과도한 신분보장의 역기능 해소, 무능 무사안일을 타파할 

수 있는 등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조직 실정에 맞게 보다 명쾌한 평가기준

을 마련하고 평가 대상의 폭도 더욱 넓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매개변수로 직무만족을 고려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공공조직 조직성과를 향상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직무만족이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직무만족이 직무나 조직

에 긍정적인 지각의 결과로 표출되고 있으므로 공공조직은 공직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하

여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공공조직 전체와 혁신적 조직인사제도 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기관을 구분하여 실시

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조직성과의 결정요인으로 공직동기나 신분불안을 연구

할 경우에는 공공조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

조직에 민간조직의 관리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신공공관리의 주요 정책수단에 있어서 

공공조직의 특성과 조직성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조직의 변화방향과 인사정책이 결정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공공조직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실천적 측면의 시사점으로는 공공조직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 등의 효과적인 관리는 물론 공직자들의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직무만

족의 향상을 위해서는 신분불안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공직동기를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

적인 인사관리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방향으로 첫째,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검

토하지 못하였으며, 개인의 조직성과에 대한 지각과 직무만족이 신분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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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를 하고 있어 연구의 일반화의 어려움과 인과관계의 문제 등

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변수들 간의 인과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연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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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조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자 결정요인 분석방법 연구 결과

박천오 외(2001)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동기
∙조직시민행동
∙업무스트레스
∙심리적 탈진

다중회귀
분석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동기,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생
산성에 정(+)적인 영향

∙업무스트레스는 조직생산성에 부(-)적 영향

김상묵(2003) ∙공공서비스동기
다중회귀
분석

∙공공서비스동기는 조직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
민행동) 정(+)영향

이근주(2005b) ∙PSM
다중회귀
분석

∙공직동기는 조직성과(업무성과)에 정(+)적 영향

박순애(2006) ∙공직동기 구조방정식
∙공직동기는 조직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정(+)적 영
향

왕태규(2007)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직무동기
∙리더십

다중회귀
분석

∙직무만족,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정(+)적 영향
∙직무동기,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이 유
의하지 않음

조태준･윤수재
(2008)

∙공공서비스동기 구조방정식 ∙공공서비스동기는 조직성과에 정(+)적인 영향

이영안･이홍재
(2009)

∙직무동기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구조방정식
∙직무동기, 직무만족은 조직성과에 정(+)적 영향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성과에 부(-)적 영향

박상언･이영면
(2004)

∙고용불안
다중회귀
분석

∙고용불안은 직무성과에 정(+)적 영향
∙고용불안과 이타적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고용불안은 조직몰입 및 신뢰에는 부(-)적 영향.

남기섭･유병주
(2007)

∙직무불안정성
다중회귀
분석

∙직무불안정성은 조직성과 중 조직몰입에 부(-)적 영향
∙이직의도에는 정(+)적 영향

박준철･박진영
(2008)

∙직무불안정성
∙직무스트레스

구조방정식
∙직무불안정성,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영향
∙직무불안정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정
(+)적인 영향

고종식(2008) ∙직무불안정성
다중회귀
분석

∙직무불안정성은 직무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부(-)영
향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있었음

박통희･김민강
(2008)

∙신분불안
∙조직신뢰

구조방정식
∙신분불안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적 영향
∙신분불안은 조직신뢰를 통해서는 조직시민행동 부(-)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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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ublic Organizations: Public Service Motivation, Job 

Insecurity and Job Satisfaction

Hwangyong Shin & Heesun Lee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whether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job insecurity in public organizations have an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ddition, it is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structural effects of a relationship between 
the parameter effect of job satisfaction and the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To verify this, a survey of public organizations was set up based on an 
analysis employ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Public service motiv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job insecurity had a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mong public organizations in the study model. Job 
satisf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well as serving as 
a parameter. Public service motiva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n organizations that did or did not implement innovative 
organizational personnel systems. Job insecurity had a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rganizations with innovative personnel 
systems, but no influence on organizations without such system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public 
organizations is a major determinant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is a parameter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ddition, job insecurity is confirmed 
as an important factor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ublic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e use of job security as a variable, though it is not used much in the study 
of public organization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theoretical study.

【Key Words: Public Service Motivation, Job Insecurit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Perform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