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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지속적 증가를 ‘새로운 행정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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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윤리 행동에 대한 반응의 분포와 수준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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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원서비스 근무자들에게서는 충성(loyalty), 다음은 발언(voice) 반응의 강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근무자 '발언‘은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의 반응이

라는 점에서, 현재의 분석 결과는 민원서비스 근무자의 민원인 비윤리 행동에 대한 가장 두드러

진 반응은 ‘건설적 그러나 수동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이밖에 민원인 비윤리 행동 경험의 영향

은 단지 이탈(exit)에 대해서만 유의하였다. 매스 미디어가 민원인 비윤리 행동을 심각한 이슈

로 보도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서비스 제공 상의 ‘새로운 문제’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EVLN 모

형에 의한 민원서비스 근무자의 반응은 일단 이탈(exit)의 고민, 스트레스 수준에 해당되고, 특

히 불만족 집단에서의 이러한 반응의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교육이나 대응 프로그램은 ’이탈‘ 반

응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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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지속적 증가가 문제이다.1) 비즈니스 분야 연구자들(Liu, Zeng 

& Su 2009: 483; Sirgy & Su, 2000)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 비윤리 행동의 증가와 폐해

에 주목하면서, 이를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의 강조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비대

칭적 지위(asymmetrical market position)를 강화하고, 사회는 이들의 비윤리 행동을 감시하는 

적절한 역할과 기회를 예전처럼 갖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한다. 공직사회는 비록 

민간부문보다 늦긴 했으나, 민간부문의 경험에 비추어 민원인 비윤리 행동이 앞으로 지속적

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예고한다.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민원인의 고함, 욕설, 부

당한 요구, 폭행 등은 예전에도 없지 않았으나 2010년 이후 민원인의 이러한 행동의 폐해는 

과거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이다. 매스 미디어는 이미 민원인 비윤리 행동에 의해 

근무자들이 겪는 스트레스, 정신과 치료, 이직 갈등 등에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 보

도를 통해 이의 심각성과 우려를 경고하고, 하나의 사회 이슈화하고 있다.2) 고충민원 서비

스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를 ‘새로운 행정문제’로 인식,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현실적 요인으로 분류를 시작했다. 특별조사팀의 구성, 교육 또는 문제 해결프로그램의 개

발 등과 함께 민간부문 블랙 컨슈머 대처 방법의 벤치마킹, 민원서비스 담당자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 모범 사례 발굴, 매뉴얼이나 리스트 작성 등이 논의되고, 법원행정처

는 민원 담당자들의 정신과 상담 및 입원 치료에 관한 내부규정을 만들었다. 이들 대응전략 

모색은 심각성 인식에 바탕을 둔 것들이다.3) 현실이 그렇다면 민원실 근무자들의 경험 반

응은 어떤 형태이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Hirschman (1970) 이래 많은 연구자들은 근무자

들의 불리한 근무조건(adverse conditions), 문제가 있는 사건(problematic events), 불만족이나 

불평 요인 등의 경험에 따른 반응에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모형을 적용 분

석하여 왔다(예, Naus et al., 2007; Leck & Saunders, 1992; Rusbult et al., 1988). EVLN 모형

1) "장관? 됐고 MB 나오라고 해"… 행정부 위협하는 '블랙 민원인.' 욕설･고성 기본, 여성 공무원에 성

희롱도… "맞대응 시 공무원만 손해, 참는다". 머니투데이, 2011.11.16.; [Why] 조폭･주폭(酒暴･술 먹

고 행패)보다 무섭다… 官街 울리는 '블랙 민원인'. 조선일보, 2012.1.21.; '장난 전화, 참아야 하느니라

'... 직원들 치료까지. SBS TV 8시 뉴스 2012.1.22.; 행패 민원인에 여성 공무원 "울고 싶어라". 국제신

문 2011.4.20. 

2) 매스미디어는 ‘불량, 악성, 질이 나쁜’ 민원인을 가리켜 ‘블랙 민원인’이라고 하나,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를 본뜬 造語로, 학술적 용어가 아니다. 영어권도 블랙=흑인 소비자이라는 오해 여지로 사

용을 기피한다. 

3) [테마로 본 공직사회](35). 권익위 민원 접수･처리 실태. 고질 민원인 28명이 5년간 5734건… 7%는 

10년째 반복. 서울신문, 20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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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Hirschman (1970)의 초기 EVL 불만족 반응 모형(response model to dissatisfaction)의 확장

에 따른 것으로, 그는 이직 또는 이탈(exit, 이하 이탈), 개선안 제의 발언이나 항의(voice, 이

하 발언), 충성(loyalty)은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4) 이탈 반응이 너무 높은 경우, 발언

을 허용하여, 즉 개선안 제시나 불만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충성을 증가시키고, 그로써 이

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원서비스 분야에 비윤리 행동의 증가는 근무자들이 

EVLN 연구에서 상정한 불리한 근무조건이나 문제가 있는 사건 증가에 직면한 것으로, 

EVLN 모형은 반응 패턴 확인과 대응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유용한 분석 수단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EVLN 불만 반응 모형을 도입, 다음 두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

하였다. 첫째, 민원서비스 근무자의 EVLN 반응의 분포와 각 반응의 수준은 어떤 상태인가? 

반응의 만족집단과 불만족 집단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째,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은 

근무자 EVLN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유효한 변수인가? 어떤 반응을 특별히 촉발하는가? 

직무만족의 영향은 무엇인가? 등이다. 첫 번째 문제가 근무자의 일반적 EVLN 반응 패턴과 

수준 진단에 초점을 둔다면, 후자는 비윤리 행동과 근무자 직무만족이 EVLN 반응에 미치

는 영향, 특히 민원인 비윤리 행동이라는 새로운 이슈의 영향 분석이 될 것이다. 

기존 EVLN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첫째, 민원인 비윤리 행동이 근무자의 EVLN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민원인 비윤리 행동을 ‘새로운 행정현상’으로 다룬 

연구가 드물었던 만큼, 문제 심각성 진단의 의미가 있다. 둘째, 근무자 경험 반응의 진단은 

비록 탐색적 차원의 검토이나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1차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 정보를 줄 것이다. 셋째, EVLN 불만 반응 모형 도입을 통한 근무자의 민원인 비윤

리 행동에 대한 반응 분석은 과거 이 분야 연구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이해의 부족을 보완하

는 의미가 크다. 김서용 (2009: 145)은 EVLN 모형을 사용,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불

만에 따른 주민 불만 반응을 분석하면서, “한국적 상황에서 (그동안) 개념적 수준에서 논의

되었던 ... Hirschman 모형을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EVLN 연구는 “이론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에 대한 개념적 및 실

증적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pp.146-147). 

4) 김서용･박원수 (2005)는 EVLN을 exit(이탈), voice(항의), loyalty(충성), neglect(태만)로 번역하였으나, 
이 연구에서 voice 척도 항목은 비판, 문제제기, 항의의 뜻보다는 개선안 제의에 관한 것이어서 ‘발
언’으로 번역하였다. 선행연구들 대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지성구･설홍수 (2006)나 김도영･유병주･송
석재 (2003)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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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VLN 모형과 비윤리 행동의 경험 등에 대한 반응

1. EVLN 모형과 근무자의 불만에 따른 반응

Hirschman (1970), Farrell (1983), Hagedoorn et al. (1999),  등은 직원의 근무환경에서의 불

리한 조건, 불만 등이나 고객, 소비자, 시민 등의 상품, 서비스 품질 불만족에 따른 반응을 

EVLN으로 설명한다. 이는 ‘exit(이직 또는 이탈)’, ‘voice(발언 또는 항의)’, ‘loyalty(충성)’, 

‘neglect(태만)’의 머리글자(initial letter)를 조합하여 표기한 것으로, 이직 또는 이탈은 조직을 

떠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아예 다른 회사의 것으로 바꾸는 기존 관계의 단절 행동이다. 

항의는 불평이나 개선 방향의 제시 반응으로, 주로 불리하거나 해로운, 즉 문제가 있는 상황

의 개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된다. 충성은 직원, 고객, 소비자나 시민이 조직, 상품, 

브랜드, 국가에 대한 자신의 처음의 태도를 그대로 고집, 유지하려는 반응이다. Hirschman 

(1970, 1974)은 초기 불만족 반응 모형의 구성 요소를 exit, voice, loyalty로 제시했다. 직원의 

반응을 exit와 voice, 둘로 나누고, loyalty를 이 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VLN

은 Rusbult, Zembrodt and Gunn (1982), Farrell (1983) 등이 그의 반응 유형에 Neglect를 추가

한 것이다. 

EVLN 반응 연구는 크게 세 부류로, 조직의 근무환경에 대한 직원의 반응, 고객의 상품에 

대한 선택 행동, 주민의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반응 분석이다.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거

의 직원의 불리한 근무조건, 불만에 따른 EVLN 반응 연구였다(Hsiung & Yang, 2012; Naus 

et al., 2007; Leck & Saunders, 1992; Rusbult et al., 1988; Withey & Cooper, 1989). 국내 연

구들로 대부분 조직의 구성원의 불만 반응을 다룬 것들이다 (이인석･최선규, 2009; 지성구･
설홍수, 2006; 유병주･남기섭, 2006; 김도영･유병주･송석재, 2003). 반면 Dowding and John 

(2008), Van Vugt et al. (2003), Lyons and Lowery (1989), 김서용 (2005, 2009)은 지역사회 공

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만족에 따른 반응 연구이다. 이들은 모두 다양한 예측변수들

(predictor variables)의 각각의 반응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만 고객의 상품에 대한 

EVLN 반응 연구는 시장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용으로 해석한다. 반면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주민 EVLN 반응 연

구들은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정치적 항의나 시위, 이민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의도 표

출 반응을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리한 여건, 서비스에 인식과 반응으로 파악한다는 차이가 

있다. 

Hirschman (1970) 이후 많은 연구들은 EVL 반응 모형을 확대, 심화시켜왔다. Rusbult, 

Zembrodt and Gunn (1982)는 기존 3가지 반응에 또 한 가지 반응, neglect를 추가하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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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VLN (EVLN model of Job Dissatisfaction) 네 가지 반응을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 건설

적인가 파괴적인 것인가라는 두 차원에 의해 재배열하여, 반응을 세분화하였다. 다음 <그림 

1>이 그것이다. 

<그림 1> 직무 불만족의 EVLN 모형

두 차원으로 EVLN을 설명하면, exit가 조직을 떠나는 이직 행동으로 능동적 반응이라면, 

voice는 근무 상황에 불만족하지만 이를 건설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능동적 반응이다. 

loyalty는 앞서의 이직이나 적극적 개선 방안 제시 반응과 달리 조직이 불리한 상황을 개선

할 때까지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소극적(passive) 반응이다. 반면 neglect는 불리

한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업무에 관심을 멀리하는 파괴적 반응이다. Liljegren et al. (2008: 

169)에 따르면, 이러한 차원은 직원의 반응을 태도와 결과(outcomes)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조직 관리에 기여하였고, 많은 연구들 또한 이에 대한 이론

적, 경험적인 지지를 확인하였다. EVLN 연구의 진전은 Detert and Burris (2007), Van Dyne 

et al. (2003) 등에서 알 수 있듯, 특정 반응 개념의 세분 노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Rusbult 

et al. (1988)은 voice 반응을 문제해결을 위한 주장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건설적인가를 기

준으로 공격적(aggressive) voice와 사려 깊은(considerate) voice로 구분하고, Hagedoorn et al. 

(1999)은 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한 직원의 반응을 5가지로 확장하였다. Hagedoorn et al. 

(1999)은 loyalty가 충성보다는 인내(patience)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loyalty를 patience

로 바꾸었다. Naus et al. (2007)은 냉소적 반응(cynicism)을 추가하여 EVLN 연구를 확장하였

다. 김서용 (2009)은 공공서비스 불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하면서, ‘세금과 교육’에 불만족할 경우, 주민들이 지역을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만족과 불만족 집단으로 분석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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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윤리 행동의 경험

소비자 비윤리 행동 연구는 70년대부터이나, 주로 윤리적 의사결정(consumer ethical 

decision-making), 행동, 또는 둘 모두에 초점을 두었다(Liu, Zeng & Su, 2009; 

Callen-Marchione & Ownbey, 2008; Strutton, Pelton & Ferrell, 1997; Vitell & Muncy, 1992). 

비윤리 행동 연구는 그 동안 많지 않았고 있는 경우도 소비자 절도(shoplifting) 등에 대한 

것으로 제한적이었다 (Egan & Taylor, 2010; Cox et al., 1990).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비윤

리 행동의 개념 정의도 윤리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반사적 또는 부수적으로 이

루어졌다. 예를 들어, 소비자 윤리와 행동이 소비자가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방식으로 상

품과 서비스 선택, 구매, 사용 및 처분하는데 따라야 할 도덕적 원리, 기준, 표준이고 이것

의 준수 행동이라면, 비윤리 행동이란 이들의 위반을 포괄하는 행동으로 정의되는 식이다

(Liu, Zeng & Su, 2009: 484). 예를 들어, Callen and Ownbey (2003), Cole (1989)는 소비자 비

윤리 행동을 반규범 행동(non-normative consumer behaviour), 상품과 서비스의 획득과 사용, 

처분에 있어서 소비자 부정(consumer fraud or misconduct)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결국 

소비자들의 비윤리 행동이란 상품과 서비스를 절취 등과 같이 윤리적 기준 위반의 방식으

로 선택, 구매, 즉 획득하거나, 사용한 후 반품하려는 등의 부정한 의도로 상품을 사용, 처

분하는 등의 윤리적 기준의 위반 행동이다. 행정학 분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직원 또

는 시민들의 비윤리 행동을 다룬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Brumback (1991)은 공직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윤리 행동을 가리켜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법적 

행동이나 그렇다고 사회 규범에 적합한 것은 아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정의

하고, 비윤리 행동의 사례로 과장, 무리한 요구, 거짓말, 약속 위반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전의 연구와 비교하면, Brumback (1991)은 비윤리 행동을 불법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좁

게 정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예외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의 비윤리 행동을 민원 분야에서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

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동에 의한 민원을 고질(악성), 특별 민원으로 분류하면서,5) ‘동

일･유사 민원을 5회 이상 반복 제기’하여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처리 

결과임에도 이를 거부하고 ‘담당자 징계 요구, 민･형사 고발’이나 협박의 경우 등이라고 간

접 정의한다.6) 이에 따르면 민원인의 비윤리 행동이란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

5)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것이 “전체 민원의 1.1%”을 차지하나 ... 처리에 드는 추가적 행정 비용은 “전체 

업무량의 14.8%”에 맞먹는다고 한다. 업무 특성상 경찰과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악성 민원에 가장 노출되고 있다. [Why] 조폭･주폭(酒暴･술먹고 행패)보다 무섭다… 官街 울리

는 ‘블랙민원인’. 조선일보, 2012.1.21.

6) “장관? 됐고 MB 나오라고 해” … 행정부 위협하는 ‘블랙민원인.’ 욕설･고성 기본, 여성공무원에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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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리에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근무자를 협박 등 괴롭히는 일이다. 

Brumback (1991)과 비교하면, 비윤리 행동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크다. 하지만 선행 연구가 

적은 만큼, 소비자 비윤리 행동의 정의를 일부 차용하면, 민원인의 비윤리 행동이란 고충을 

제기, 결과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근무자를 속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 비윤리적

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거나 결과의 수용을 거부하고, 근무자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근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불만보다는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부정한 방법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이거나 자신의 뜻

을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악의적 보복으로, 소비자 비윤리 행동이 게릴라식으로 기업을 공

격해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처럼, 민원서비스 제공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근무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Liu, Zeng & Su, 2009: 483)7), 정부나 시민 모두에 부

정적인 행동이다.

민원인 비윤리 행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특징이다. 따라서 만큼 몇 가지로 유형화는 어

려운 일이다. 하지만 불법, 비윤리 행동을 적극적 의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Vitell and 

Muncy (1992), Mitchell and Ka Lun Chan (2002) 등이 말하는 소비자 윤리, 비윤리 행동 인

식 요인 중 행동의 불법성과 결과적 피해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4 가지 유형을 얻을 수 있

다. 첫 번째 유형은 불법 행동의 수준에 이르지 않고, 피해도 적은 부류이다. 무례나 사소한 

거짓말로 근무자를 속이는 행동부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떼쓰기, 사실 관계의 지나친 

과장, 반말, 고성, 으름장, 욕설, 스토커 전화 등이 여기에 속한다. 민원기관이나 책임자 앞, 

행사장 등에서 피케팅, 노숙 시위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근무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비윤리 

행동을 가장 자주 경험하고, 피로나 불편, 불쾌감에 직면한다. 둘째, 민원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적 피해가 사소할지 모르나 불법인 경우이다. 민원실 전화, 복사기, 비품 등의 무단 사

용, 공공장소 공용 컴퓨터에 의한 음란물 시청, 특별한 이유 없이 트집을 잡거나 집적대어 

심한 업무 방해를 초래하는 행동이다. 셋째, 적법한 행동이나 피해가 큰 경우이다. 동일 민

원을 다량으로 또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 제기, 기관장, 감사관실에 근무자의 징계요구 민원

을 넣고, 신문고를 울린다거나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경우이다.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이용

한다는 점에서 비록 불법은 아니지만 엄청난 행정비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폐해는 심각하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 구성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

이었다. 마지막 유형은 위협과 협박, 파괴, 폭력 등 심각한 불법 행동으로, 비록 빈도는 낮

을지 모르나 신체적, 물리적인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은 거짓말, 괴롭힘 

롱도… “맞대응시 공무원만 손해, 참는다.” 머니투데이, 2011.11.16.

7) Liu, Zeng and Su (2009: 483)는 소비자 비윤리 행동이 광범위하고, 기업 손실이 수익의 10% 이상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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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 거의 모든 단계의 비윤리 행동을 수반한다. 비윤리 행동은 어떤 형태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무 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특히 여성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3. 만족과 불만족

EVLN는 불만 반응 모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EVLN 반응 연구들은 근무상의 불리한 조

건, 불만족, 직무 불안이나 부적합성 등을 예측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의 영향을 분석한다 

(Naus et al., 2007; Farrell, 1983; 이인석･최선규, 2009; 지성구･설홍수, 2006; 유병주･남기섭, 

2006; 김도영･유병주･송석재, 2003). 직무만족(job satisfaction)도 그러한 요소 중 하나이다

(Hagedoor et al., 1999; Farrell & Rusbult, 1992; Rusbult et al., 1988). 예를 들어, Hsiung and 

Yang (2012)은 367명의 경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의 연구에서, 문제 있는 근무조건

(problematic working conditions)에 대한 직원 반응 예측 의사결정 나무 틀(decision tree 

framework)을 개발하면서, 직무만족을 선행변수(antecedent variables)로 분석하였다. Hagedoorn 

et al. (1999: 311)은  직무만족과 exit, aggressive voice, neglect 간에 관계를 분석한 경우이다. 

김서용 (2009: 152)은 EVLN 모형을 한국의 상황에서 검증한 연구에서, 지방정부 서비스 불

만족 주민 EVLN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즉 ‘정부와 주민’

으로 나누고, 그 이유를 반응은 서비스 양측, 공급자와 소비자의 문제이고, 이들은 서로 다

른 역할 수행을 통해 주민 불만족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균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하

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비자인 주민 변수에만 초점을 두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불만족 영향 요인을 두 행위 주체 모두, 

즉 정부 측 서비스에 대한 만족, 불만족 만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효용을 주는 불만족, 효

능감 등을 함께 독립변수 群(군)에 포함시키고 있다. 

직무 만족, 불만족과 EVLN 반응간의 영향 관계 연구에서 자주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연구대상 집단의 구분이다. 예를 들어, Hsiung and Yang (2012)은 EVLN 반응을 직무만족의 

상, 중, 하 집단(high, moderate, low job satisfaction groups)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밀한 비교를 

시도한다. 김서용 (2009: 160)도 주민의 세금과 공립학교 서비스 만족이 EVLN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주민을 만족집단과 불만족 집단으로 나누고 ‘표준화된 

EVLN 점수’ 평균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exit는 세금 서비스에서는 만족집단이 불만족 

집단에 비해 적었고, 교육 서비스에서는 만족집단이 불만족 집단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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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의 설정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룬다. 첫째, 민원서비스 근무자의 EVLN 반응의 분

포와 각 반응의 수준은 어떤 상태인가? 이다. Hagedoorn et al. (1999: 311)의 태도와 결과 

차원 분석 및 만족집단과 불만족 집단 간의 차이 비교를 통한 개선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H1) : 민원서비스 근무자의 EVLN 반응은 파괴적 차원보다는 건설적인 차원이 더 높을 것이다. 즉

반응 유형간의 관계는 exit<voice, neglect<loyalty일 것이다.

가설2 (H2) : 민원서비스 근무자의 반응은 수동적 차원보다는 능동적인 차원이 더 높을 것이다. 즉 반응

유형간의 관계는 neglect<exit, loyalty<voice일 것이다.

가설3 (H3) : 불만족 집단은 만족집단에 비해 파괴적 차원의 exit, neglect 반응이 더 높을 것이다.

또 다른 연구문제는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은 근무자 EVLN 반응에 유효한 예측 변

수인가? 어떤 반응을 특별히 촉발하는가? 직무만족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EVLN 

모형은 근무환경의 악화, 불리한 근무조건, 불만족, 문제의 발생 등에 대한 직원의 반응을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Naus, van Iterson & Roe, 2007; Rusbult, Zembrodt & Gunn, 1982; 

Hagedoorn et al., 1999; Lyons & Lowery, 1989; Van Vugt et al., 2003)이고, 민원인 비윤리 

행동은 근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한 직무 조건의 추가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예측하

였다.

가설4 (H4) : 근무자의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은 exit, neglect 반응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5 (H5) : 직무만족은 loyalty, voice는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 exit, neglect는 감소시킬 것이다.

Ⅲ. 조사 설계

1. 표본추출과 자료 수집의 방법 및 표본의 특징

이 연구는 자료수집에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을 지방자치단체 총28곳, 서울특

별시 5개구(區), 광역자치단체(3개 도청), 전국 기초자치단체 9개 시(市), 11개 군(郡)을 대상

으로 배포하되, 주로 민원실 근무자로부터 수집하였고,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27일~2011년 

8월 5일까지였다. 표본은 층화 및 할당의 방식으로, 전국 지역적 분산 배포를 고려하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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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허락 및 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었던 곳으로 한정하여 대상을 추출하였다. 응답자는 총 

878명, 남자가 488명으로 전체의 55.6%, 여자는 390명 44.4%로 남자보다 98명이 적었다. ‘직

무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이다’고 대답한 만족집단은 733명, 그 반대의 불만족 집단은 

145명으로 나타나 불만족 응답자 비율도 적지 않았다. 연령은 29세 이하가 52명, 30-39세 

346명, 40-49세 339명, 50-59세 141명으로, 각각 5.9%, 39.4%, 38.6%, 16.1%를 차지했다. 학

력은 고졸 이하가 134명, 대졸, 전문대졸이 686명, 대학원 졸이 58명으로, 각각 15.3%, 

78.1%, 6.6%였다. 직급은 5급 13명, 6급 147명, 7급 374명, 8급명 231, 9급 113명, 각각 1.5%, 

16.7%, 42.6%, 26.3%, 12.9%이었다.

2. 주요 변수의 조작화와 척도

EVLN 반응은 지성구･설홍수 (2006) 등의 국내 연구, Rusbult et al. (1988), Farrell (1983) 

등이 사용한 진술문을 참조하여 EVLN 반응 exit, voice, loyalty, neglect 각각 3항목씩 12개 

진술문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음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고 묻고, 응답자로 하여금 ‘매

우 그렇다’ (5)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의 5점 척도에 답하도록 하였다. 척도 타당성 검

증은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Varimax 회전, Eigenvalues>1 요인 추출 기준)을 

사용하였다. 다음 <표 1>는 EVLN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이다. 

<표 1> EVLN 반응 측정 항목 및 요인분석의 결과 (N=878)

항  목
추출 요인, 적재값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① 나는 직장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 .908 .012 .153 .009

② 나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925 .013 .109 -.013

③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847 .039 .104 .087

④ 나는 조직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는 편이다 .078 .869 .033 .012

⑤ 나는 조직에 잘못이 있을 때 말하는 편이다 .012 .895 .010 -.052

⑥
나는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 주는 
편이다

-.028 .857 -.017 .009

⑦ 나는 조직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다 -.015 .059 -.129 .830

⑧ 나는 맡겨진 일만 충실히 한다 .081 -.084 .133 .812

⑨ 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편이다 .149 -.035 .876 .000

⑩ 나는 때로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48 -.017 .875 .003

주: loyalty와 neglect 반응에서 각각 한 항목씩 두 항목은 요인 분석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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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은 요인1=exit, 요인2=voice, 요인3=loyalty, 요인4=neglect, 4 가지 반응 요인을 추

출하였다. 이들은 총분산의 77.442%(cumulative percent)를 설명하여, EVLN 반응 모형의 존

재를 지지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 각 반응 요인별 척도 신뢰도 ⍺는 .886, .847, .519, .744

이었다. 만족과 불만족 집단을 나누어 실시한 요인 분석에서도 4 가지 차원의 존재가 확인

되었다. 

직무만족은 이전 연구들(Farrell & Rusbult, 1992; Hagedoorn et al., 1999; Smith, Kendall & 

Hulin, 1969)이 사용한 척도 항목을 참조하되, ‘만족’이라는 심리상태의 성분 요소를 업무 수

행을 통한 ‘만족’, ‘보람’, ‘기쁨’, ‘즐거움’으로 규정하여, 척도를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업무

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업무는 나에게 보람을 준다.’ ‘나는 현재의 업무를 아주 즐

겁게 수행한다.’ 3개의 진술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에서는 ‘직무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한 후, 응답에는 ‘매우 그렇다’(5)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은 단일 요인을 산출했고, 신뢰도 ⍺(alpha)= .863이었다.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의 구분과 관련하여 김서용 (2009: 154, 160)은 자신의 지방정부 서비스

에 대한 주민 불만족 반응 연구에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고, 만족 정도에 따라 두 집

단을 구분한 후, 집단별로 ‘표준화된 EVLN’ 점수 평균을 계산하고 있으나, 이광희･홍운기

(2005: 108-109)는 5점 척도 사용 시 만족집단과 불만족 집단의 구분은 풀기 어려운 문제라

는 지적을 받아드려, 이 연구에서는 별도로 ‘직무만족에 대하여, 다음 둘 중 어디에 속하십

니까?’ 라는 질문 항목을 배치해,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불만족 한

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요인분석에서 두 집단은 모두 직무만족이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은 Mitchell and Ka Lun Chan (2002), Brumback (1991), 매스 

미디어의 민원인 비윤리 행동 보도 등을 참조하여, 12개 진술 항목을 추출, 척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근무 중, 민원인들의 다음 행동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라고 물은 다음 

‘행패를 부린다.’ ‘사소한 것도 못 참고 화를 낸다.’ ‘남의 트집을 잡는다.’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 ‘자신에게 작은 불이익만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해석한다.’ ‘말(고함/욕설)을 함부로 한다.’ ‘억지 주장을 한다.’ 

‘자신의 입장을 과장해서 설명한다.’ ‘상대의 말에 충분히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자

신의 이익만 앞세운다.’를 제시하였다. 응답에는 리커트 5점 척도 ‘매우 자주’ (5), ‘전혀 없

다’ (1)를 이용하였다. 개발된 비윤리 행동 경험의 척도가 없고, 불법적 행동은 실제 극히 

소수가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탐색적 차원에서 일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 측정 중심으로 구성하고, 불법 행동은 ‘행패를 부린다’ 한 항목만 배치하였다. 요인 분

석은 하나의 차원만 추출하였고, ⍺=.970이었다. 만족집단과 불만족 집단, 각각에 대한 요인 



360 ｢행정논총｣ 제50권 제2호

분석도 하나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3. 분석 방법

첫 번째 연구문제 분석에는 Boxplots, T Test를, 두 번째 연구문제 EVLN 반응에 대한 독

립변수들의 영향 분석에는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Ⅳ. 분석의 결과

1. 기술적 통계 및 상관 분석

주요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및 변수 간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 <표 

2>은 그 결과이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878)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EVLN 비윤리 
행동의 
경험

직무 
만족

성별 연령 학력
exit voice loyalty neglect

EVLN

exit 2.65 1.10 1.00

voice 2.84 .76 .042 1.00

loyalty 3.16 .70 .073* -.030 1.00

neglect 2.31 .83 .298*** -.052 -.016 1.00

비윤리 행동의 경험 2.99 1.00 .197*** .025 -.012 -.074* 1.00

직무 만족 3.47 .72 -.406*** .128*** -.035 -.240*** -.174*** 1.00

성별 .56 .50 -.064 .162*** -.056 .039 -.052 .073* 1.00

연령 2.65 .82 -.130*** .235*** .061 -.103** .048 .146*** .234*** 1.00

학력 1.91 .46 .149*** .003 -.084* .068* .109*** -.071* -.028 -.253*** 1.00

* p<.05; ** p<.01; *** p<.001. two tailed tests.
주1)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학력)와 다른 변수(EVLN, 비윤리 행동의 경험) 간의 상관계수는 비모수 

상관관계(nonparametric correlations) 분석에 의한 것으로 Spearman's rho(ρ)이다.
주2) 성별 남=1, 여=0; 나이 29세 이하=1, 30-39세=2, 40-49세=3, 50-59세=4, 60세 이상=5; 학력 고졸 이

하=1, 대졸(전문대졸 포함)=2, 대학원 졸 이상=3. 

주요 독립변수들의 평균값은 직무만족(직무수행의 만족, 보람, 기쁨)이 3.47, 충성(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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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결정을 따르고, 맡겨진 일에 충실) 3.16 순으로 높다.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도 

5점 척도상의 2.99로 결코 낮지 않다. EVLN 반응 4 가지 중에서 이탈(exit)은 충성(loyalty), 

태만(neglect)과 긍정적 관계이다(r=.073, p<.05; r=.298, p<.001). 이탈은 민원인 비윤리 행동 

경험과 긍정적 관계이고, 직무만족과는 반대이다(r=.197, p<.001; r=-.406, p<.001). 직무만족

은 건설적 차원의 발언과 긍정적 관계이지만, 파괴적 차원의 태만, 그리고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과 부정적 관계를 보여준다(r=.128, p<.001; r=-.240, p<.001; r=-.174, p<.001). 이

들을 모두 기대 또는 예측되었던 바와 같다. EVLN 4 가지 반응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적잖이 유의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이탈(exit)

을 더 생각하였다(ρ=-.130, p<.001; ρ=.149, p<.001). 발언(voice)은 남자일수록, 나이가 많을

수록 높았다(ρ=.162, p<.001; ρ=.235, p<.001). 충성(loyalty) 반응 경향은 학력이 낮을수록 

컸지만 태만(neglect)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아(ρ=-.084, p<.05; ρ=-.103, 

p<.01; ρ=.068, p<.05), 대체로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실 인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가설의 검증

1) EVLN 반응의 분포와 만족, 불만족 집단 간의 차이

첫 번째 연구문제는 ‘민원서비스 근무자의 EVLN 반응의 분포와 각 반응의 수준은 어떤 

상태인가?’로, 가설은 세 가지이다. 가설1 ‘민원서비스 근무자의 EVLN 반응은 파괴적 차원

보다는 건설적인 차원에서 더 높을 것이다. 즉 반응 유형간의 관계는 exit<voice, 

neglect<loyalty일 것이다.’ 가설 2 ‘민원서비스 근무자의 반응은 수동적 차원보다는 능동적인 

차원에서 더 높을 것이다. 즉 반응 유형간의 관계는 neglect<exit, loyalty<voice일 것이다.’이

다. 이들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Paid-Samples T 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 <표 3>은 그 결과

이다.

<표 3> EVLN 반응 차원 간의 비교 (N=878)

구 분 평균(표준편차) t값 구 분 평균(표준편차) t값

가설1

exit 2.65(1.10) -4.274***
md=-.189

가설2

neglect 2.31(.83) -8.845***
md=-.347voice 2.84(.76) exit 2.65(1.10)

neglect 2.31(.83) -23.494***
md=-.855

loyalty 3.16(.70) 9.024***
md=.319loyalty 3.16(.70) voice 2.84(.76)

* p<.05; ** p<.01; *** p<.001. two tailed tests.
주: md=mean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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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은 EVLN 반응 유형간의 관계를 Rusbult, Zembrodt and Gunn (1982)의 두 가지 차

원(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 건설적인가 파괴적인 것인가)에 의한, 네 가지 반응 분류에 기초

해 반응간의 크기를 exit(파괴적)<voice(건설적), neglect(파괴적)<loyalty(건설적)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exit<voice, neglect<loyalty로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을 만족시켜, 가설 1을 지지하

였다. 가설 2의 neglect(수동적)<exit(능동적), loyalty(수동적)<voice(능동적) 관계는 분석 결과 

전자를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하지만 후자의 관계에서는 기대와 달리 두 반응 간의 크기가 

오히려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성(loyalty) 반응이 오히려 발언(voice)보다 더 높았다

(t=9.024, p<.001). 이러한 결과는 가설 2의 부분적 채택을 가리킨다. 다음 <그림 2>는 EVLN 

각 반응 평균값에 의한 유형별 반응의 분포 및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2> 민원서비스 근무자 EVLA 반응의 분포

민원서비스 근무자 EVLN 반응 중 충성이 3.16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발언으로 2.84, 이

탈 2.65, 태만 2.31이다. 반응의 분포는 충성이 가장 높고, 태만이 가장 낮은 구조이다. 이는 

근무자 반응의 수준이기도 하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하나의 부차적 의문을 포함한다. 만

족집단(n=733)과 불만족 집단(n=145) 간의 EVLN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다. 이를 위하

여 Boxplots과 Independent-Samples T Test를 실시하였다. Boxplots 분석에서 박스의 중앙선은 

중위값(median), 박스의 길이, 즉 하한과 상한은 각각 1/4, 3/4 분위값(25th, 75th percentile)으

로 분포의 범위를 도시(圖示)하여, EVLN 반응 값 분포의 시각적 확인에 효과적이다. 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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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 반응 차이를 확인하고자 T Test를 실시해, 평균값 차이(mean difference, md) 검증도 

함께 하였다. Levene 검정에서 만족, 불만족 집단은 등분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3은 ‘불

만족 집단은 만족집단에 비해 파괴적 차원의 exit, neglect 반응이 더 높을 것이다.’로, 검정

을 위하여 만족과 불만족 집단 대상의 T 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 <그림 3>는 Boxplots와 

T Test 분석의 결과이다.

<그림 3> 민원서비스 근무자 EVLN 반응 만족, 불만족 집단간의 차이

EVLN 반응에서 불만족 집단은 이탈, 태만에서 만족집단보다 평균값이 높다 (md=-.99, 

p<.001 md=-.28, p<.001). 이것은 불만족 집단일수록 이탈 또는 이직, 즉 직장을 옮길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더 하고, 자신의 업무에도 그만큼 소홀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뜻으

로, 가설 3을 지지한다. 발언에서는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발

언 반응을 조직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업무 개선에 대한 입장

을 밝히는지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잘못이 있을 때 그 점을 지적하는가의 여부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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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만족 집단의 불만 표현과 만족집단에서의 건설적 의견 제시를 모두 아우른 결과로 해

석된다. 반면 충성에서는 만족집단과 불만족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md=-.15, p<.05). 

불만족 집단의 충성 반응이 오히려 높았다. 불만족 집단일수록 조직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

할 것으로 믿고, 조직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며, 그만큼 그저 자신의 일만 더 충실히 한다는 

반응이다. 이것은 일반적 상식과 자칫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해석이 필요하다. 

충성이란 긍정적 의미에서 구성원들의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

인데, 여기서의 충성은 그것보다는 조직이 모든 것을 다 잘할 것으로 믿고 자신은 그저 하

라는 대로 주어진 것만 충실히 한다는, 소극적이자 다소 부정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

다. EVLN 평균값만을 놓고 볼 때는 불만족 집단의 이탈 반응이 가장 높다. 만족집단과 불

만족 집단을 통틀어 민원서비스 근무자의 이탈, 이직에 대한 고민 반응이 가장 높다는 뜻이

다. 두 집단 비교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만족집단과 불만족 집단 모두에서 

충성(loyalty)의 ‘그저 시키는 일’만하는 수동적 반응은 3점대이나, 적극적인 발전 방향이나 

개선 방안 제시, 문제점의 지적 반응 발언(voice)은 2점대로, 충성이 발언(voice) 반응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원서비스 근무자의 반응 패턴이 그만큼 건전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2) 독립변수의 영향

두 번째 연구문제는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은 민원실 근무자의 EVLN 반응을 예측

할 수 있는 유효한 변수인가? EVLN 중 어떤 반응을 특별히 촉발하는가? 또 직무만족의 영

향은 무엇인가?’ 이다. 이를 위해 EVLN 반응을 종속변수로 하는 비윤리 행동의 경험과 직

무만족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 진단에서 tolerance

는 .950-.864, VIF는 1.053-1.157로 나타났다. tolerance 값은 0.1보다 작으면 문제로 간주한다. 

VIF는 10을 초과하면 문제이고, 2.5가 넘는 경우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

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표 4>은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과 직무만족이 EVLN 반

응 중 이탈(exit), 발언(voice)에 대하여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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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비윤리 행동과 직무만족의 EVLN 중 exit, voice 반응에 미치는 영향 (N=878)

독립 변수

종속 변수

exit voice

B Beta T B Beta T

Constant 4.020 14.493*** 1.581 7.648***

비윤리 행동의 경험 .136 .124 3.976*** .027 .035 1.048

직무만족 -.562 -.369 -11.840*** .112 .106 3.176**

성별 -.039 -.018 -.559 .167 .109 3.245***

연령 -.083 -.062 -1.886 .184 .197 5.627***

학력 .220 .092 2.920** .111 .067 1.977*

F Value 42.859*** 14.435***

Adjusted
R2 .193 .071

* p<.05; ** p<.01; *** p<.001.
주: 성별 남=1, 여=0; 연령 29세 이하=1, 30-39세=2, 40-49세=3, 50-59세=4; 학력 고졸 이하=1, 대졸(전문

대졸 포함)=2, 대학원 졸 이상=3이다. 

이탈(exit)과 발언(voice), 두 모형은 유의하고, Adjusted R2는 각각 .193, .071이다 (F 

Value= 42.859, p<.001; F Value= 14.435, p<.001). 근무자의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이 많

을수록 exit 반응도 높았으나(b=.136, p<.001), voice에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 직무만족은 

이탈(exit), 발언(voice) 모두에 영향이 유의했으나 둘에 대한 영향의 방향은 반대로 나타났다

(b=-.562, p<.001; b=.112, p<.01). 이는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직장을 옮기려는 고민, 다른 직

장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는 그만큼 더 적다는 뜻이다. 반면 조직

이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나 잘못이 있을 때 의견 등의 제시, 개선점 언급은 오히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보면 민원인 비윤리 행동 경험의 이탈(exit)에 

대한 영향은 beta=.124로 직무만족의 -.365와 비교하면 비록 절반에 못 미치나 그렇다고 결

코 작은 크기는 아니다.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이 비록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작지만 적잖이 이탈(exit) 반응을 촉발시킨다는 뜻이다. 기타  남자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발언(voice), 즉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였다(b=.167, p<.001; b=.184, p<.001). 또 학력

이 높을수록 이탈(exit)을 더 고민하고(b=.220, p<.01), voice 반응도 높았다(b=.111, p<.05). 다

음 <표 5>는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과 직무만족의 충성(loyalty)과 태만(neglect)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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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종속 변수

loyalty neglect

B Beta T B Beta T

Constant 3.483 17.783*** 3.121 13.822***

비윤리 행동의 경험 -.014 -.019 -.565 .034 .041 1.239

직무만족 -.038 -.039 -1.144 -.271 -.234 -6.996***

성별 -.139 -.099 -2.835** .230 .137 4.083***

연령 .025 .029 .807 -.055 -.054 -1.532

학력 -.071 -.047 -1.338 .020 .011 .332

F Value 2.359* 14.548***

Adjusted
R2 .008 .072

<표 5> 비윤리 행동과 직무만족의 EVLN 중 loyalty, neglect 반응에 미치는 영향 (N=878)

* p<.05; ** p<.01; *** p<.001.
주: 성별 남=1, 여=0; 연령 29세 이하=1, 30-39세=2, 40-49세=3, 50-59세=4; 학력 고졸 이하=1, 대졸(전문

대졸 포함)=2, 대학원 졸 이상=3이다. 

충성(loyalty)과 태만(neglect) 모형의 Adjusted R2는 각각 .008, .072로, 비록 유의하기는 하

였으나 설명력이 낮았다(F Value= 2.359, p<.05; F Value= 14.548, p<.001). 독립변수들은 특

히 충성(loyalty)의 설명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다. 비윤리 행동의 경험은 충성(loyalty)과 태

만(neglect) 반응 모두에 유의한 영향 변수가 아니다. 또 직무만족은 태만(neglect) 반응에 대

해서만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b=.-271, p<.001).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성별만 충성, 태만 

반응 모두에서 유의하다(b=-.139, p<.01; b=.230, p<.001). 남자보다는 여자가 묵묵히 조직의 

결정을 따르고, 맡은 일에만 충실히 하는 반응 경향,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업무에 보다 

최선을 다하고 소홀히 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이 연구가 충성을 불만에 대한 반응, 

즉 불만이 있으나 조직이 잘 해결할 것으로 믿고 근무자는 맡은 일만 묵묵히 하는 행동으

로 규정하여, 척도를 구성한 결과일수 있다. 그런 경우, 공공서비스 분야 ‘무사안일’의 행동

을 반영한 것이거나 민원서비스의 특수성과의 상호작용 탓으로의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가

설4는 ‘근무자의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은 이탈, 태만 반응을 증가시킬 것이다’이다. 분

석 결과에서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경험은 이탈 반응을 증가시켰으나, 태만에는 유의한 영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가설5는 ‘직무만족은 충성, 발

언을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 이탈, 태만은 감소시킬 것이다.’이다. 직무만족은 발언을 증가시

켰고, 이탈, 태만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성에 대한 영향은 없어, 가설5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검정 결과를 정리하면 비윤리 행동의 경험이 이탈 반응은 증가시키

지만 그렇다고 태만 반응까지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직무만족의 충성 반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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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도 기대와 불일치하였고, 이것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척도와 관련 것으로, 조직의 결정

을 따르고,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만 충실히 하는 것이 직무만족과 관련이 없음을 가리킨다.

3. 요약과 시사점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민원서비스 근무자 EVLN 반응의 분포로, 건

설적이나 소극적 차원의 충성(loyalty) 반응이 가장 두드러졌다. 다음은 발언(voice), 이탈

(exit), 태만(neglect) 순이었다. 충성은 불만 상황에서의 반응으로 발전이나 개선방안 제시, 

문제점 지적 등을 하기 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만 하고,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

결에 나서지 않는 문제, 즉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과 같은 문제점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

다. 그렇다면, 개선 방안은 이러한 반응의 분포를 건설적, 긍정적 방향, 즉 발언 차원으로 

견인하는 노력이 될 것이다. 실제 상관분석에서도 이탈과 충성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의하

였다. 만족집단보다는 불만족 집단에서 오히려 충성이 더 높았던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

다. 결국 근무자가 exit(이탈이나 이직)을 많이 생각할수록 충성도 높다는 것으로, 적극적 불

만 해결 의지나 노력보다는 불만을 그대로 둔 채, 조직이 해결할 것을 믿고 자신의 일만하

는 ‘수동적 내지는 체념적 반응’이다. 이탈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맡은 일에도 충실한 두 

가지 다른 태도의 병존인 셈이다. 김서용 (2009: 161)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주민 반응 분석

에서 결과가 ‘만족=항의(voice)’로 ‘불만족=항의’라는 일반적 생각과 어긋나게 나온 것을 두

고, “만족이 반드시 항의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맥락(context)이나 판단 대상

(judgement object)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에 대한 비

판적 시각 때문에 만족 상태에서도 항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p.161). 이 연구

에서 이탈과 충성의 긍정적 관계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는 경우도 사실상 이직의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또는 신분보장 등의 매력 등이 있

어 현재의 위치에서 직무만족과 관계없이 조직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맡겨진 일에만 충

실하려는 반응으로 표출된 것일 수 있다. 만족집단보다 불만족 집단의 충성이 더 높았던 것

도 같은 맥락이다. 만족집단은 적극적으로 문제도 지적하고 발전 방향도 제시하는 것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불만족 집단에서 충성, 즉 모든 결정이나 문제 해결을 조직에 맡기고, 자

신은 맡겨진 일에만 충실하려는 반응이 보다 높은 것이다. 이것이 민원서비스 근무자의 높

은 충성 반응을 소극적 차원, 즉 개선보다는 주어진 것을 받아드리고 자신의 일만 충실히 

하는 ‘수동적 충성’, ‘무사안일’로 해석하는 이유이다.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발언이 높았던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민원서비스 근무자 반응에서 관찰된 이와 같은 혼란 반응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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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서 미래연구는 충성 반응을 적극적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능

동적 충성과 불리한 근무조건에 직면하여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는 충성, 즉 수동적 충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민원인 비윤리 행동은 EVLN 중 이탈 반응에만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2010년대에 들어와 공직사회의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증가를 ‘새로운 행정문제’로 보는 인

식, 매스 미디어의 이를 사회적 이슈로 다루는 보도가 늘고 있으나 분석 결과 비윤리 행동

의 영향은 이탈 반응에 대한 것이고, 그 정도는 직무만족의 영향과 비교해 절반에 못 미쳤

다. 직무만족이 충성을 제외한 모든 EVLN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비교하면, 

비윤리 행동의 근무자 반응에 대한 영향은 그 폭도, 수준도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관리나 

통제의 관점, 영향의 방향에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직무만족은 EVLN 반응에 대한 내

부 영향 요인이고, 민원인 비윤리 행동은 외부 요인이다. 비윤리 행동의 증가는 통제가 상

대적으로 더 어려운 외부 요인의 작동에 의한 이탈 반응 촉발이고,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

이 근무자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공직사회

의 매력, 공직사회를 떠나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 어려운 닫힌 취업구조라는 점에서 이탈 

반응의 촉발이 이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스트레스 증대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해

석된다. 전체적으로 비윤리 행동이나 직무만족은 EVLN 반응 중 이탈을 제외하면 설명력은 

낮아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Hirschman (1970)의 EVL 상호작용 반응 관점을 적용하면, 근무자의 높은 이탈 반응 문제

의 해결은 발언 반응을 개선하는 것이다. 근무자들로 하여금 발전방향이나 불만에 대한 의

견을 개진하도록 고무하고, 이를 폭넓게 듣고 수용하여 먼저 능동적인 충성 반응을 높인 다

음, 이를 통한 이탈 반응 문제의 해소이다. 분석 결과 충성 반응은 가장 높았으나 결정과 

문제 해결을 조직에 위임하고 자신은 맡은 일에만 충실한 ‘수동적 충성’이었다. 비윤리 행동

의 경험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발언 반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이탈 고

민의 스트레스 심화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런 점에서 민원인 비윤리 행동에 대한 대응

은 근무자의 건설적, 능동적 차원의 반응을 강화하고, 발언 반응 채널의 확대, 참여의 길을 

터주는 이탈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두어야할 것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이 연구에서 EVLN은 근

무자의 행동이 아닌 인식(perceptions)의 측정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연구 결과는 근

무자의 인식에 대한 것으로, 실제 행동의 설명이나 해석에 대한 확장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근무자 반응 중 voice (발언)의 측정에 관한 것으로, Farrell (1983), Hagedoorn et al. 

(1999: 311) 등은 발언을 개선을 위한 발언, 의견 제시 등의 건설적 반응으로 분류한다. 하

지만 김서용(2009: 154)은 ‘항의’로 번역하고, ‘지역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공공연히 비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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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한다.’ 를 척도항목으로 구성한다. 전자가 ‘지지

적’이라면 후자는 ‘비판적’ 반응 측정이다. 충성의 경우도 김서용(2009: 154)은 ‘충성’으로 번

역한 후, ‘보다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지

역 현안에 대해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챙긴다.’로 측정하여, 능동적 반응 척도를 사용

한다. 불만에 대해 자신의 맡은 일에만 충실한 ‘수동적’ 충성과는 차이가 있다. 연구자들이 

사용한 척도의 차이는 결국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Ⅴ. 결 론

최근 민원인 비윤리 행동의 지속적 증가, 매스 미디어의 관심, 정부가 이른 민원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문제로 보는 인식 등장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EVLN 불만 반응 모형을 적

용, 근무자 불만 반응과 분포, 만족과 불만족 집단 간의 차이, 그리고 비윤리 행동의 경험, 

직무만족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흥미로운 발견은 민원서비스 근무

자들에게서 충성(loyalty) 반응의 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Hagedoorn et al. 

(1999: 311)의 반응 차원에서 이는 ‘건설적이나 수동적’인 반응에 속한다. 반응 강도에서 발

언(voice, 건설적, 능동적 반응)는 충성보다 오히려 낮았다. EVLN 반응의 이러한 분포 경향

은 충성이 불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믿고, 조직의 결정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드려 묵묵히 따르며 자신은 맡겨진 일에만 충실하고자 하는 반응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이것을 민원서비스 분야 근무자들의 부정적 행동, 즉 ‘복지부동’, ‘무사안일’과 유

사한 소극적 문제 해결 반응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조건에 대한 반

응은 앞으로 발언, 즉 불만 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개선

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건설적이고 능동적’ 반응의 창출로 유도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

였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민원인 비윤리 해동의 경험이 근무자 EVLN의 모든 반응 유

형이 아니라, 단지 충성 반응만을 촉발하는 유의한 영향 변수였다는 점이다. 이는 그 밖의 

다른 반응을 유발하는 효과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윤리 행동의 충성 반응 증가 

효과는 작은 것이 아니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사회에서 근무자들의 충성 반응이란 공직을 

떠나거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싶은 심리적 단계까지이고, 그러한 태도가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다시 말해 실제 행동의 길은 막혀있다는 점에서 주로 스트레스 

차원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충성 반응은, 특히 불만족 집단에서 

강도가 높게 나타나, 관리 전략은 충성 반응 관리에 우선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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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연구로, 현실적 대응 프로그램 개발에는 비윤리 행동의 유형, 원인 변수 파악 등 보

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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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Unethical Behavior and Job Satisfaction on 

Government Employee EVLN Response

Heungsik Park & Joowon Jeong

The exit-voice-loyalty-neglect (EVLN) model is a refined typology that

identifies four ways that employees respond to the consequences of adverse

work conditions, problematic events, and dissatisfaction, etc. In this study,

government employee responses on civil applicants’ unethical behaviors were

examined by applying an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EVLN) typology. All

categories of behavioral responses were assumed to differ on two dimensions,

namely, destructive/constructive and active/passive. Several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local government employees. The results

revealed that loyalty was the highest of the four responses. Civil applicants’

unethical behavior, in particular, seemed to promote exit. Employee job

satisfaction suppressed exit and neglect, but increased voice. The satisfied

group was lower than the dissatisfied group in terms of exit. The dissatisfied

group does not always have higher neglect. In addition, the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 on the four responses provided additional evidence that

EVLN response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employee gender, age, and

education level.

【Key Words: EVLN, unethical behavio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groups/

public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