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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간 효과의 가시 측정,시행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성과 을

비롯한 외재 보상에 한 근이 주를 이루어 왔다.그러나 외재

보상이 업무로부터의 성취감을 비롯한 내재 보상의 인식에 구

축(Crowding-out)효과를 미치고 있으며.특히 정부부처의 경우 입직

동기에 있어 공공 사 동기 등 내재 ·심리 보상이 요한 선택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에서 공공 조직에 있어 내재 업무 동기에

한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서 앙부처 소속 공무원을 상으로

수행한 2011년도 공무원 인식 조사사업의 설문을 바탕으로 내재

업무 동기가 잠정 생산성으로서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 다.이의 측정을 해 Hackman&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을

차용하여 업무 특성으로부터 생되는 내재 업무 동기로서

MPS(MotivatingPotentialScore)를 사용하 으며, 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으로 구성되는 조직 신뢰,상사 신뢰,외재 보상에

한 만족도 개인 특성으로서 성격,성별,연령을 통제변수로 하

여 분석을 수행하 다. 한 내재 업무 동기가 종속변수로서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에 있어 료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직 이 조 효과를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조 회귀 분석을 수행

하 다.

SPSS20.0을 활용한 연구의 분석 결과,MPS는 조직 몰입,이직

의도,조직 생산성을 지표로 한 종속 변수에 있어 모두 유의미한 변

수로 도출되었다. 한 표 화된 회귀 계수 값의 비교에 있어서도

외재 보상에 한 만족도보다 MPS가 더욱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는 에서 내재 업무 동기는 조직 몰입에 있어 외재 보상보다

더욱 요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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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의 경우,조직 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도출

되었으며 상 직 보다는 하 직 에서 조직 몰입에 해 보다

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내재 업무 동기

와 조직 몰입의 계에 있어 직 이 미치는 조 변수로서의 역할

을 검증한 결과,조직 몰입과 이직의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 다.다만 알 값 0.1하에서 조직 생산성에 있어서

는 직 의 조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즉,상 직 의

내재 업무 동기가 조직 생산성에 한 개인 인식의 제고에 있

어 정 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직몰입도의 제고에 있어 승진,성과 ,조

직 구조의 개편 등 외재 보상을 통한 동기 부여보다 오히려 직무

특성의 리를 통한 내재 업무 동기의 부여가 보다 효과 임을

증명한다.특히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과 리 · 략 의사결정,

장기 이며 차가 불명확한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상 직 의 내

재 업무 동기의 고취가 조직의 생산성 제고에 있어 요한 요소

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조직 몰입(OrganizationalCommitment),내재 업무 동기,

MPS(MotivatingPotentialScore),외재 보상 만족,직무특성이론

(JobCharacteristicsModel),조 회귀 분석

학번:2009-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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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목 필요성

본 연구는 공무원 집단 내에서의 직 간 내재 업무 동기의

차이가 잠재 생산성으로서의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자한다.

기업은 거래비용을 비롯한 기회비용을 이기 한 방편으로서

조직된다.기회비용의 최소화를 꾀하기 한 과정에서 생된 조직

은 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

서 리인을 고용하며 소유자는 리인의 능률 활용과 통제를 통

해 목표를 극 화하고자 한다.

소유자와 리인의 계와 역할이 명확한 사기업의 경우에 반

해,정부부처는 조직 목표의 달성을 한 통제와 지배 구조의

에서 소유자와 리인의 계가 불명확하다.즉,다양한 이해 계의

충돌과 가치 간의 갈등 해결 과정,조직 목표의 수립과 달성의 과정

에서 요구되는 정책 결정은 소유자로서의 국민 개개인의 가치

단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단하는 리인으로서의 공무원의 문

성과 가치 단에 의존하게 된다.

신분의 보장,직업의 안정성은 이러한 문성과 명확한 가치

단의 능력,윤리 의식을 갖춘 인재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정치

립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체의 사자로서의 공무원 역할을 유인

하는 데 의의를 갖는다.그러나 신분의 보장은 한편,공무원으로 하

여 업무에 한 동기를 하시킴으로써 목표한 성과의 달성에 부

정 인 향을 미칠 우려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의 역량 발 과 조직의 성과 향

상을 해 도입된 직무성과 ,목표 리제,개방형 인사 제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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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과 리방식이 오히려 사회 ,경제 인센티 의 수여와 경쟁

체제의 확립에 치우쳐 실질 인 실효성에 한 회의감과 피로감에

노출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은(이정주,2009;이수 ,

2011)조직의 몰입도와 직무 련 태도의 향상을 한 외재 보상

의 한계를 지 한다.

합리 경제 인간 하에서 인간은 외재 보상에 민감하며

성과 리제도가 성과 ,승진 등 조직원에 한 외재 보상과 그로

인한 동기 유발에 을 두었더라도 외재 보상에 의해 야기된

경쟁 인 조직 분 기와 조직 신뢰도의 하,성과 달성을 보여주기

한 계량 지표 주의 업무 추진은 개인의 자발 동기를 해

함으로써 오히려 업무 탈진 상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에서 조직

원의 심리 ,내재 보상을 고려하는 인사 리제도의 용이 요구

되는 것이다.특히,외재 보상에 을 두는 성과 보상 시스템은

조직의 성과나 업무에 한 성과가 아닌,자신에게 주어지는 외재

보상만을 목 으로 추구하게 하며 오로지 그것만이 보상이라고 인

식하게 함으로써 궁극 인 조직몰입도의 달성에 한계를 가져온다.

한 환경의 불확실성과 기술의 복잡성이 심화되는 시기에 성과

산출을 해 통제되어야 하는 상으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기존 인

사 리 제도의 가정이나 소수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정책 결

정은 창의 이고 신 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데 한계를 갖는다는

에서,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의 자율성을 존 하는 인사

리 패러다임의 환이 일어나고 있다(Pink,2010;Kanter,2011;

박지원,2011).

정부 조직의 정책 결정이 다수의 조직과 기업,국민 등 다양

한 의견을 가진 고객을 상으로 한다는 에서, 한 다변화된 정

책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에서 창의 시각이 요구된다는 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인사 리제도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환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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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불 한 일이라 할 것이다.더구나 정부 조직 상 법 ·정치 논의

등으로 인해 성과에 한 측정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김상묵·김 종,2005)업무 동기의 향상과 이를 측정하기 한 도구

로서 잠재 생산성과 내 보상의 계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더해,공직에 한 강한 선망과 자 심은 공무원으로 하여

외재 유인보다는 직무 자체가 갖는 내재 유인에 의해 동기

부여가 강하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에서(김상묵,2005;이근주,

2007;한 주,2010)채용과 성과 리제도의 운 에 있어 업무에

한 내재 동기의 연구는 요성을 가진다.

공직에 한 직업 연 의식과 공직에 한 자 심이 강한 우

리나라에 있어 외재 보상으로서의 승진 요건은 공무원의 동기 부

여에 있어 요한 요소이다.그러나 공채를 통한 특정 직 으로의

임용을 주로 하는 폐쇄형 계 제는 각 계층 별 승진에 있어 제한을

가함으로써 동기 부여에 있어 직 별 한계를 가진다. 한,여 히

하 직 공무원의 승진과 보상은 연공서열에 따라 이루어지며 고

공무원으로서의 입직 기회가 상 직 공무원에 비해 은 실은,

개인 성장 욕구의 강도 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한 요성 인

식 측면에서 직 간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상 직 이 기획 기능 등 조직의 운 을 책임지고 업무의 반

인 설계 통제,조정의 역할을 맡는데 반해 하 직 의 경우 결

정된 업무의 개시를 비하고 이를 일선에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도 업무에 요구되는 문성의 활용도의 차이,자율성,과업의 정체

성과 완결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가져와 업무의 내재 특성에 있어

서의 직 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육과 승진,보수 등에 있어 직 간 기회의 차이는

하 직 공무원으로 하여 자신의 업무에 한 몰입보다는 직무 밖

에서 만족을 찾게 할 것이라는 에서도 계 이 미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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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한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Hackman& Oldham(1975;1980)의 직무특성모

형(JobCharacteristicsModel)에 기 하여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업무

에 의해 충족되는 내재 업무 동기가 잠재 생산성으로서의 조직

몰입도에 미치는 향을 살피고자 한다.내재 동기의 경우 그 측

정 문항과 방법에 있어 합일된 기 이 부족하다는 에서 내재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서 직무의 특성을 기 으로 하고,이를

통해 내재 업무 동기를 측정한다는 에서 본 모형의 용에 의

의가 있다.

직 간 차별화된 업무의 특성이 차별 인 내재 업무 동기의

유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에서 이러한 계를 규명하기 해 도

입한 직무특성이론은 조직원이 부여받은 업무 특성과 개인 특성

과의 조화,이로 인한 개인의 성장 욕구의 충족을 연구의 상으로

한다.그러나 업무 범 와 책임이 비교 명확한 규칙 지향 인 조

직에 용되기 어렵다는 단 을 가지고 있으며 무 좁은 직무특성

만을 다룬다는 비 을 받고 있다. 한 기술 상호 의존성과 불확

실성과 같은 상황 요인에 의한 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 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직무특성이론을 통하여 각 직무의 특성으로

부터 생되는 내재 업무 동기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에서, 한

이에 근거한 직무 설계는 외재 보상에 근거한 동기 부여의 한계

를 보완할 뿐 아니라 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진하는 수단이라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유효성과 잠재 성장으로서의 조

직몰입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조직몰입도와 이직 의도,조직 생산성

을 설정하여 직무특성으로부터 생되는 내재 업무 유발 동기와

조직몰입도와의 향 계에서 조 변수인 직 이 미치는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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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간 조직 구성원의 동기 부여에 한 연구 범 가 인구사회

배경 문화 배경에 한정되어 공사 부문 간의 비교(김호정,2000;

조경호,2000;정 호 외,2003;김상묵,2005),지방 자치 단체

앙부처 공무원의 개인 직무 련 태도에 한 연구(제갈돈,2002;

김 원,2003;박기 ,2008;이동수 외,2008;송운석,2010) 성별

의 차이에 따른 직무 태도의 비교(박천오·김상묵·강제상,2000;박천

오·강제상·권경득·김상묵,2001;이 안,2007;김은희,2009;박선 ,

2009;양건모 외,2010)등에 해 주로 이루어져왔다.

한 그간 직 간의 외재 ,내재 보상에 의한 동기 부여에

한 연구가 그 요도와 만족도에서 상반된 분석을 보여 왔다는

에서(신무섭,1984;제갈돈,2002;박천오,2008)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내용 측면에서의 한계 외에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직 간의

욕구와 보상에 한 차이가 직 간의 이러한 평균 차이가 유의

미한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분석 한계를 보완

하여,계 ,성과 ,교육 훈련 등 상황 요인을 고려하여 이의 효

과를 통제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서의 업무의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의 역할과 요성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

다.직 간 직무특성의 차이를 기 로 한 내재 업무 동기의 차이

에 한 분석과 조직 생산성과의 련성에 한 본 연구는 차후 동

기 부여를 한 직무 재설계와 조직 인사 리 제도의 효과

운 에 함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제2 연구 상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앙부처 소속 공무원을 상으로 수행한 2011년도

공무원 인식 조사사업의 설문을 바탕으로 직 간 내재 업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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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차이가 잠정 생산성으로서의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앙부처 소속 공무원을 상으로 하 다는 에

서 공무원 체로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나 지방 자치 단체의 동

일직 을 상으로 하 을 때보다 보다 넓은 범 에서 이러한 경향

을 확인하기에 비교 용이할 것으로 기 된다.

조사 상을 정치 임용에서 배제되는 앙부처 소속 3∼9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상으로 함으로써 이들을 상으로 한 외재

동기 부여로서의 인사 조직 행정 차원에서 설계된 재의

인사 조직 련 제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과 직 간 업무

상의 차이가 생하는 직 간의 내재 업무 동기의 향을 보다

용이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여 종속변수로서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조직 생산성을 설정하 다.

첫째,종속 변수로서 조직몰입도는 조직에 한 감정 몰입으

로서 소속감,가족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부처에 한 감정 애착,

개인 삶에서의 조직에의 의미 부여로 정의하여 총 12문항으로 측

정하 다. 한 다차원 조직 몰입의 유형으로서 이직의도를 설정,

3가지 문항으로 이를 평가하 다.

이 외에 조직 몰입이 조직의 생산성에 한 간 평가임을 바

탕으로 하여,개인이 인식하는 조직 생산성에 한 직 평가를

측정하여 상호간의 차이 과 공통 에 해 연구하고자 하 다.이

를 하여 비용 감 노력,조직의 업무 성과에 한 개인 평가,

고객 만족도를 비롯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직 생산성에

한 개인 평가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

종속 변수에 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서 내재 업무 동기를

Hackman& Oldham의 직무특성요인으로부터 산출한 MPS로 측정

하 다. 한,계 제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조직에서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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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업무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직 을 설정하여 내재

업무 동기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에 있어 직 의 조 효과를

조 회귀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고자 한다.이를 하여 고시 등의

채용 경로를 통해 입직한 3∼5 , 하 직 으로서 6∼9 으로 구

분하여 조 변수로 설정하 다.

통제변수로는 직업의 안정성,사무실 환경, 여 수 ,승진,교

육 훈련으로 측정한 외재 보상에 한 만족도와 분배 공정성과

차 공정성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직 신뢰,상사의 리더십

에 한 측정으로서 상사에 한 신뢰로 구성하 다.

그 외 인구통계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을 설정하 으며 개인

요인으로서 개인의 상황에 한 정 태도를 측정하는 성격을 설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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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논의

제1 선행 연구의 검토:조직몰입도를 심으로

조직의 몰입도1)에 한 개념 근은 단일 차원과 다원 차원

의 모형으로서 구분된다.단일 차원의 모형의 경우,설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목표 근법,조직의 바람직한 존속과 유지를

의미하는 체제 근법,조직 구성원의 만족에 한 것으로서 조직의

건강과 조직 내부의 능률성으로 측정되는 내부과정 근법,조직과

련된 여러 이해 계자의 존재와 가치에 을 두는 이해 계자

근법으로 분류된다.반면 다원 차원의 모형의 경우, 단일 차원

모형에 의한 구분을 통합하는 경쟁 가치 근법,조직의 개념화

시도를 어리석은 것이라 주장하는 모순 근법으로 분류된다.(민진,

2003)그러나 이러한 근 방법의 목표는 결국 조직이 본연의 가치

와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한 고민에서 출발한다는

에서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조직몰입도에 해 다룬 논문들은 조직 몰입에 한 조작

정의에 있어 개인의 조직성과에 한 개인 평가를 주로 하고

있다.이러한 개인 수 에서의 조직 몰입의 측정은 개인의 인식과

단에 근거를 둔다는 에서 조직 체의 재무 ·비재무 지표로

서의 조직성과의 측정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즉,조직몰입도는

주로 조직몰입도에 한 구성원들의 지각을 측정하는 요소로서 주

평가가 갖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Evan,1993;민진,2003재인용).

조직몰입도의 개념 정의에 의하면 투입보다는 산출,결과,실

1)민진(2003)은 조직의 성과에 한 자기 평가 내지 인식(perception)으로서 조직

효과성을 정의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그러나 통상 으로 조직 효과성의 정

의가 공공조직의 목표,즉 정책의 목표를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한다고 보기에

이러한 자기 평가의 정의는 조직 몰입을 의미한다고 보았다.따라서 이하에서는

각각의 논문 자가 조직 효과성으로 정의한 부분을 문맥상으로 악하고 해석

하여 조직 몰입으로 이해하여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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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하며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는 에서 가 평가하는가에 따

라 달라진다.한편,이러한 조직몰입도는 조직의 종류와 유형에 따

라 달라진다고 하고 있는데(민진,2003)정부 조직,기업조직,사회

조직인가에 따라 조직의 유형이 규범 인가 공리 조직인가,강제

조직인가에 따라 조직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한 동일 조직이라도 조직의 발 단계나 조직 리더의 조직 운 ,

조직 환경에 따라 조직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에서 이해 계

자 간의 견해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몰입도의 측정

을 해서는 시간 범주,타 조직과의 계,체제의 능력이나 활용

에 한 평가 등을 제약조건으로 하여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몰입도를 검증하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조직몰입도의 하

나로서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을 하 개념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조직 몰입이 한편으로는 상태의 조직에 한 애착으로 인해 변

화하려는 의지나 개 에 있어서 항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에

도 불구하고 조직 몰입이 요시 되는 이유는,조직 몰입이 구성원

의 심리상태의 요 부분이며 조직에 이익이 되는 행동( :조직 시

민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조직 구성

원의 부정 행동의 수 을 인다는데 있다(허만용,1999).

통 으로 조직 몰입의 개념은 Staw(1977)와 Salancik(1977)가 제

시한 태도 몰입과 행동 몰입의 이분법 구분에 따라 정의되어

왔다.태도 몰입은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한 정서 인 애착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행동 몰입은 조직에 머물며 조직의 활동을 지속

하기 한 상태로 정의되어 왔다.이를 감안할 때 조직 몰입은 "조

직에 한 애착을 갖고 구성원으로 계속 존속하기를 강력히 희망하

면서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내면화 하고,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공

을 해 개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는 태도"로 정의되어 진다(김

호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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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최근 들어 조직 몰입을 다차원 으로 세분화 하는 바,

Meyer& Allen(1990)의 세 가지 조직몰입유형을 표 으로 꼽을

수 있다.이모형에 따르면 조직 몰입은 감정 몰입,근속 몰입,규

범 몰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지며 이들은 조직 구성원

이 조직에 존재하는 이유에 해 각기 구별되는 향을 미칠 것이

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Chiu& Ng(1999)는 규범 몰입의 개념

이 불분명하다는 에서 이러한 분류를 비 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인사 리가 공무원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직간

향에 해서는 여러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다.Meyer &

Allen(1990)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외재 보상으로써 행해지는 보

수,승진,교육 훈련 등의 인 자원 리에 한 조직 구성원의

정 인 인식과 만족 정도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헌신하겠다는 감

정 몰입을 가져오고 이는 손익계산을 한 요 지표가 되는 바

근속 몰입에 향을 미치며 개인이 조직에 한 사명감과 의무감을

갖게 함으로써 규범 몰입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방하남·김상욱(2009)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결정요인과

구조에 한 이론 검토와 한국사회종합조사(2004)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간의 상호작용

계를 모형화하고 두 내생변수의 선행요인으로서 인 자원특성,객

직무특성,그리고 주 직무특성들의 구조 경로효과분석을

시도하 다.인 자원특성은 성,연령,결혼,수학년수로 구성하 으

며 객 직무특성은 기업,노조소속여부,일자리 정규성,임 (월

여) SIOP를 통해 측정한 직업 세로 구성하 으며 주 직

무특성은 직무수행의 자율성,승진 가능성,기술 능력의 활용성,일

자리의 안정성을 구성요소로 하여 측정하 다.일차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인 자원특성들 가운데 특히 교육수 의 효과가 크고 유

의미하게 추정되었으나,구조모형분석을 통해 교육의 효과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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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객 조직ㆍ직무특성,특히 직업과 임 수 에 있어서의 차이

에 의한 것임을 밝 내고 있다.연령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

도의 증가도 상당부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조직소속과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자율성,안정성,승진가능성의 증가를 제로 하고 있음을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외생 선행요인들 에서는 주 직

무특성들이 가장 강하고 지배 인 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따라서 직무만족,조직몰입도와 련하여 조직ㆍ직무상의

객 조건들이 가지고 있는 러스(+)효과는 해당 개인의 주

가치체계와 만족도를 매개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마지막으

로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간의 내생 경로효과는 자에서 후자

에 이르는 효과가 크고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그 반 는 유의미하지

않아 본 분석결과는 직무만족도가 조직몰입도의 선행 결정요인임

을 확인하고 있다.

문명재(2000)는 시라큐스 학의 NASPdata를 토 로 조직 몰

입에 있어서 동기와 조직 문화,직 의 향력을 다 회귀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있다.내재 요인으로서 요성,성취감,외재 요

인으로서 직업 안정성, 여,승진 목표로서 조직 목표의 정체성,직

무의 자율성과 개인 요인으로서 정규직 여부,교육 정도,성별과

직 조직 즉,공조직인가 사조직인가에 한 각각의 회귀 분석

결과 요성,성취감,목표의 정체성,자율성이 모든 회귀 모형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고 여와 직 은 조직 변수를 더미로 처리한

combinedmodel과 사기업에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특히 직 은

조직 몰입에 유의미하게 정 으로 향을 미치고 있으며 료제

로서의 공조직에서는 유의미 하지 않은데 사조직에서는 유의미하게

도출되고 있다는 에서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에 한 비교는

함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조직몰입도의 구성 요소로서 이직 의도는 조직 몰입의 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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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서 근속 몰입과 의미가 유사한 것처럼 보이나,Nyhan(1993)의

정의에서 조직에 계속 남으려는 의지의 바람으로서 근속 몰입을 조

직 몰입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에서 본다면,이러한 이직 의도는

조직에 남으려는 의지,즉 감정 선호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조직

외의 조직으로의 이직의도를 나타낸다는 에서 근속 몰입과 차이

를 보인다.한편 조직몰입도의 잠재변수로서 이직 의도는 공공조직

에 보다 큰 함의를 가지는데,이는 사기업에 비해 이직할 기회를 제

공받기 어렵다는 한계 을 갖기 때문이다.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박성수(2002)는 경찰 공무

원을 상으로 보수와 승진 등 외재 보상과 사회로부터의 신뢰

상실로 인한 업무 스트 스가 직무 만족에 향을 미치며 그 결과

로서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이라 주장한다.한편 양승범(2009)는 지

방 공무원을 상으로 기능 , ,연 선호를 그 향 요인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립 변수에 한 도입은 조직 효과

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신뢰와 보상에 한 연구의 맥락에서

분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몰입도와 이직의도가 조직성과를 결정하는 잠재

변수임을 악하고 이러한 종속 변수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의 독립변수가 조직의 생산성에도 향을 미치는지,잠재 종속 변

수와 조직 생산성과의 비교가 가져오는 함의를 찾기 해 조직 생

산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Brewer(2000)는 조직 생산성(OrganizationalPerformance)를 결

정하는 요소로서 조직의 공정성,업무 자체가 가져오는 내재 동기

에 주목하고,그 외에 조직 문화,업무의 구조,인 자원의 능력,기

에 한 외부 지지,상사의 리더십과 감독, 드테이 (red

tape),기 (더미),공직 사동기(PSM) 개인의 업무 성과를 독립

변수로 하여 23개의 앙부처를 상으로 조직의 생산성에 향을



13

미치는 요소를 다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분석 결과,

업무 자체가 가져오는 내재 동기, 워크,조직이 조직 구성원에

게 보이는 공정성과 형평성,공익에 한 헌신,업무의 구조 요소

와 인 자본을 형성하는 제도에 한 만족도 등이 유의미한 변수

로서 향을 미치고 있다.특히 권 인 top-down 리 략을 추

구하는 조직의 경우 성과가 낮았다는 을 지 하고 있다.단,조직

의 생산성을 구성하는 문항이 개인의 단에 의존함을 지 하고,이

러한 개인 단이 조직의 객 인 성과 향상에 향을 미칠 것

인가에 한 한계를 지 하고 있다.

Walker(1977)는 기 이론에 근거하여 업 리 부문 근로자의

업무 동기와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세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모델1은 만족도에 미치는 요소로서 동기와 태도,역할에 한

인식으로서 정확성,모호성,역할 갈등을 변수로 하고 있고,이러한

요소가 성과에 향을 미치며 성과는 내외부 으로 나타나는 보상

에 향을 미치며 이러한 보상이라는 요소가 다시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모델2의 경우 상사의 감독과 교육 여부,

직무 경험이 역할의 정확성과 역할 갈등,역할 모호성에 향을 미

치며 이러한 요소가 다시 심리 결과로서의 만족도 등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심리 결과와 동기 요소,환경 요소로서 경제

조건과 실업률이 행동 결과로서의 이직의도 직무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다.모델3은 노력의 정도,직무 활동(업무),성

과의 정도,보상 등이 업무의 만족도,역할에 한 인식,회사의 보

상 정책 기타 개인 ,조직 요소와 맞물려 자신이 인식한 노력

과 성과의 확률로서 기 와 보상에 한 기 를 형성하고 이를 통

해 형성된 정 인 업무 동기가 다시 환류 과정을 거쳐 되풀이 된

다고 주장한다.한편 Walker(1985)는 메타 분석을 통해 업직 근로

자의 업무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개인 요소,능력,역할



14

연구자
연구

상

분석

방법

몰입도

지표
독립변수 결과

김 원

외‘(11)

부산,제주

지역 공공

조직의 공

무원(399

명) 설문

조사

회귀

분석

감정몰입,

잔류몰입,

변화에

한 냉소주

의,

이직의도

상사신뢰(주요변수),

차 공정성,조직

지원인식,직업 안정

성,의사소통

신뢰의 측변인: 차 공정성,

조직지원인식,의사소통

신뢰는 감정몰입,이직의도,잔류몰

입,변화에 한냉소주의 각각에

향을미침.

신뢰는 향 요인과 결과 요인을

매개함.

김호정

‘(04)

부산시 행

정조직 25

개 구

성원 386

명

회귀

분석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구조변수:공식화

(규정명문화,규칙

수 엄격),집권화(권

한 비 임,결정비참

여)

상황변수:개인의 성

취욕구,조직유형(자치

단체/교육청과 경찰

청),조직 규모(큰구

청/작은구청)

규정명문화는가장크면서 정

인 향을미침

규칙 수엄격,권한비 임,결정비참

여는부정 (-)의 향을미침

권용수

‘(01)

6개 앙

부처 소속

공무원

요인

분석

·

분산

분석

조직몰입

도(감정

몰입·근속

몰입·규범

몰입),

조직 시민

행동(이타

주의·순응)

인사 리에 한 인

식(보수, 교육훈련,

승진,신분보장,의사

결정참여)

*직 (4~5, 6~7,

8 이하)

인사 리에 한 인식의 직 간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보수를

제외한 반 인사 리 인식에

있어서 하 직 이 상 직 에

해부정 ·보수는 반 으로

부정 /감정 몰입,이타주의,순

응에 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며,상 직 일 수록감정 몰

입과 이타주의에 있어 높은 수

을보임.

안국찬

‘(06)

북 무주

공무원

다

회귀

분석

조직몰입

동기요인

생요인

도 감

분권화

학력,직

조직문화(신,계)

공식화

동기요인은 가장 큰 값으로 유의

미. 생요인은유의미하지않음

도 감,분권화(+)

학력,직 (+)

신문화(+)

계문화(-)

공식화(-)

표 1-1.조직몰입도의 측정에 한 선행 연구

변수,태도,동기 그리고 조직 환경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그

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고객 유형,상품 유형 종속변수의 측정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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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상

분석

방법

몰입도

지표
독립변수 결과

방하남

외‘(09)

한국사회

종합조사

(04)

회귀

분석·

구조

경

로효

과분

석

직무만족

도·조직몰

입(상호작

용 계 가

정)

인 자원특성(성,연령,

결혼여부,수학년수)

·객 직무특성(기

업,노조소속여부,일자

리 정규성,임 (월

여),직업 세)

·주 직무특성(자

율성,승진가능성,기술

능력활용,일자리안정

성)

*회귀분석결과,교육의효과가가

장크고유의미함,그러나경로분

석결과,이는 객 직무특성에

의한것으로밝 짐.

*연령역시,조직소속과직무수

행 상의 자율성,안정성,승진 가

능성의증가를 제로하고있음.

*주 직무특성이가장큰 향

력.

직무만족이조직몰입의선행요인

으로확인됨.

*조직,직무의객 조건들은개

인의주 가치체계와만족도를

매개함.

박천오

‘(08)

앙부처

실국장·과

장 공무

원

T검

정

직무성격

직무 동기

유발인센

티 (외 ·

내 )

직

(실국장·과장)

정책 로그램형성,실행업무비

높음/산·인사업무비 낮음

외 ·내 인센티 의 요도를

비슷하게인식

기존 인센티 에 한 만족도는

반 으로낮은편이나,실·국장

만족도가과장 에비해상 으

로높음

박천오외

‘(01)

앙부처,

역자치

단체,기

자치단체.

다

회귀

분석

조

회귀

분석

*조직생산

성

*직무 련

행태(직무

만족,조직

몰입,직무

동기,조직

시민행동,

업무스트

스,심리

탈진)

*직무 련행태

*성별,연령,학력,직 ,

근속기간

조직생산성에 해직무 련행

태의 향력을 회귀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조직몰입,직무동기는 (+),

심리 탈진(-)의 향

직무 련행태각각에 해성별,

연령 등 인구배경 요소를 회귀

분석한결과,성별의차이는없음.

직무 련행태*성별조 회귀분

석결과,성은조 변수의역할을

못함

원숙연외

‘(10)

서울시 25

개 구청

소속 5~9

공무원

t검정

F검정

다

회귀

분석

조직몰입

(정서 몰

입,지속

몰입,규범

몰입)

무동기,내재 동기,

외재 동기 주입

동기,공공서비스동기

성별,연령,직 ,학력

공공서비스동기를제외한동기에

서는성별차이가발견되지않음

조직몰입 ,정서 규범 몰입

은 남성이 높았으며 지속 몰입

은성차가발견되지않음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에있어성별차이발견됨.

조직몰입의 하 차원에서도 성별

차이발견됨.

이근주외

‘(07)

앙부처

공무원

분산

분석,

다

회귀

분석

성과

(자기평가)

PSM,내 보상에

한기 ,외 보상에

한기 ,공정성인

지.성별,나이,직 ,

입직시직 ,교육수 ,

근무기간

PSM(+),내 보상에 한 기 (+),

나이(-),근무기간(+)이 성과에 유

의미한 향을미침



16

연구자
연구

상

분석

방법

몰입도

지표
독립변수 결과

원구환

외‘(08)

지방/ 탁

사무형(1)

국가/

독립사무

형(2)공기

업의 리

이상

직원

상

분석,

확증

요

인분

석,구

조방

정식

경로

분석

조직몰입

직무스트 스(역할갈

등,역할모호성,역할과

부화)

보상요인(물질 보상,

상징 보상,사회 보

상)

조직공정성문화요인

(분배공정성,차공정

성,상호작용공정성)

직무스트 스(-):역할갈등>역할모

호성>역할과부화

조직보상(+):사회 보상>물질 보

상>상징 보상

조직공정성문화:상호작용공정성만

이 유의미.분배공정성(-), 차공

정성은유의미하지않음

조직유형:직무스트 스의경우,(1)

이(2)에비해조직몰입에약4배

의 부정 향 미침./조직보상은

(1)이(2)에비해2배 정

조직공정성은 (1)에 (-),(2)에는

유의미하지않음.

이승 외

‘(04)

앙부처3

개,수도권

지역1개

역자치

단체,4개

기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다

회귀

분석

조직몰입

(정서 몰

입,지속

몰입,규범

몰입)

조직특성(공식화,집권

화,의사소통,의사결정)

개인 성격(외향성신

경증,개방성,수용성

등)

개인의 성격 요인이 조직 특성보

다조직몰입에더많은 향을미

치고있음.

수용성은모든차원의조직몰입에

향을미치는주요요인.

개방성은지속 몰입,규범 몰입

에/의사소통은 정서 몰입,규범

몰입의주요요인.

문명재

‘(00)

NASP

data(Top

&middle

level)

다

회귀

분석

조직몰입

(commitm

ent)

내재 요인(요성,성

취감)·외재 요인(직

업안정성, 여,승진)·

목표(목표의 정체성,

clarity)·직무의 자율

성·개인 요인(정규

직여부,교육,성별),직

,조직(공조직,사조

직)

요성,성취감,목표의정체성,자율

성유의미

여와직 은통합모형과사기업

모형에서유의미

직 은(+),조직은 (-)즉,공공조

직의조직몰입도가낮음.

Nyhan

‘(99)

공공조직

(앙,시,자

치단체)

상 ·

회귀·

분산

분석

조직몰입

(감정 몰

입)

상사신뢰,제도 신뢰,

조직,성별,직업분류,정

규직여부(tenure)

상사신뢰,조직(앙,시,자치단체더

미)이 유의미하며,나머지 변수는

유의미하지않음.

Brewer

'(00)

23개 앙

부처

다

회귀

분석

조직

생산성

업무의내재 동기,공

정성,형평성,조직문화,

업무의 구조,인 자

원의 능력,기 에

한 외부 지지,상사

의리더십과감독,Red

tape,기 유형,공직

사동기(PSM),개인의

업무성과

내재 동기, 워크,공정성 형

평성,공익에 한 헌신,업무의

구조 요소와 인 자본을 형성

하는제도에 한만족도등이유

의미

Walker

외‘(77,85)

업직 근

로자

모델

제시

업무동기

만족도

역할(모호성,정확성,

갈등),노력정도,보상,

조직 환경 특성

등

기 이론(과정 이론)에 근거한 모

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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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동기 유발에 한 이론 논의

이하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 동기를 유발하기 한 이론으로

서의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살펴보고,동기 유발을 한 요소로

서 제도의 설계에 있어 외재 인센티 뿐 아니라 직무특성과 직

무 설계에 의한 내재 동기의 유발이 필요함을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 Hackman& Oldham의 직무특성 이

론을 차용한 선행 연구에서 연구의 분석 방법과 내용을 살펴 으

로써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동기 유발에 한 이론 논의: 통 이론을 심으로

조직 내에서 개인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와 양립시킴으로써 조직

의 생산성을 꾀할 수 있다는 과학 리론은 조직 목표의 달성을

한 방안으로서 시간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 설계된 직무 설계가

최 의 업무 수행을 가져온다고 보았다.한편 1930년 후반,호손

공장의 실험은 인간을 기존의 합리 ·경제 인간에서 사회 인간

으로서 악하게 하 으며,과학 리론에 근거한 물질 ·경제

자극을 통한 성과 향상에서 인간 ·비경제 자극을 통한 능률성과

민주 목표의 조화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 다.이러한 과학 리

론과 인간 계론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인간의 동 과

정 속에서 인간 욕구의 고려와 동기 부여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그러나 리자(staff)가 아닌 작업자(line)를 상

으로 하 으며,인간 행동의 피동성과 동기 부여의 내재성,욕구의

단일성을 시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이후 등장한 근 조직론은 인간이 없는 조직으로서의 과학

리론과 인간 요소만을 강조함으로써 조직의 원리를 무시한 인

간 계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이론으로서 인간의 인지 측면

을 조직에 도입하 다.즉,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행동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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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한 이론으로서 우선 으로 조직과 개인,그리고 집단의 행

동특성을 규명하고 조직과 그 구성원의 만족과 행복을 보장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무엇보다도 조직과 구성원 간 상호 보완 인

계성을 유지함으로써 조직이 부재하는 성원(peoplewithoutorganization)

이나 성원이 부재하는 조직(organizationwithoutpeople)이 되지 않

도록 상호 간에 동 노력을 유지함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상호 강화 된다는 에서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

다(김석회,2004).

상기에서 보듯이 조직이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한 헌신을 요구하며 이를 유발하고 자극하는 요

인에 한 탐색과 욕구 유발의 과정에 한 탐색을 필요로 한다.결

과 으로 조직 내 구성원에게 어떻게 동기 부여를 할 것인가에

한 고민은 조직 구성원이 가진 욕구 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

게 된다.

통 이론 측면에서 동기 유발에 한 이론은 크게 과정이론

(processtheory)과 내용이론(contenttheory)로 구분될 수 있다.즉

자가 종업원의 동기 유발이 어떤 심리 과정을 통해 발생하며

동기 유발로 이끄는 변수들이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는지를 밝히는데

을 둔다면,후자는 동기 유발을 하여 무엇을 동기로 주어야

할 것인가라는 내용 요인의 면에서 동기를 규명한다.

(1)동기 유발의 과정 이론 (cognitiveprocesstheoriesofmotivation)2)

Vroom(1964)은 개인이 일정한 행동을 하려 할 때 어떤 심리

과정을 통해서 행동하는가를 설명하려고 하 다.개인은 자신이 어

떠한 행동을 하려 할 그 같은 행동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보수로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기 로서 평가하고 이를 기 으로 행동의

2)  (2004)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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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았다.3)즉,행동유발을 주도하는 동

기 유발의 힘은 일정 행동 결과에 해 기 하는 기 치

(expectancy)와 행동결과(outcome)로 주어지는 보상이나 처벌이 행

동의 주체로서 인간의 마음을 끄는 매력성,즉 유인가(valence)에 의

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Hackmanetal.(1977)은 이에 반해 개인의 노력이 일정한 성취

를 실 하고 이를 기 로 조직의 유효성을 높임으로써 일정한 수

의 보상을 받을 것을 기 하여 성취행동을 하는 과정을 한다고 주

장한다.다만,성취는 노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능력

(ability)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에서 능력과 노력이 결합될 때

성취-기 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 실 된 성취에 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outcome)로서 보상(reward)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하나는 내재 (intrinsic)보상으로서 작업 그 자체가

흥미롭거나 도 가능하기에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에서 비롯되

는 것이고, 하나는 외재 (extrinsic)보상으로서 직무 그 자체의

속성에 계되는 보상이 아닌 여 수 이나 작업조건과 같은 직무

환경에 계되는 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그의 이론은 함수화에 의

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는 에서 조직에의 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나 내재 보상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동기 부여를

한 선행 조건으로서 내재 보상을 만족시키기 한 직무 설계를

제시하는 직무특성 이론으로 발 하게 된다.

통 으로 종업원의 높은 생산성은 높은 사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나 Likert(1961)는 낮은 사기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Porter& Lawler(1968)는 성취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만족이나 사기가 아니라 노력을 요시함으로써 사기와 생산성 간

의 논쟁을 피한다.특히 보상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원래 받

3) 동   힘 =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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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보상수 ,보상을 얻기 해 바친 노력,비슷한 노력의 결과에

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보상의 크기 등을 비교함으로써 자신들에

게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었다고 느낄 때 만족을 하는 순환 과정을

통해서 성취와 보상에 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Smith& Cranny(1968)은 노력(effort),만족(satisfaction)그리고

보상(rewards)변수를 심으로 종업원의 성취 실 을 한 동기 유

발모형을 개하 다.이 이론에서는 성취를 심으로 경제 보상

(rewards),심리 만족(satisfaction),그리고 노력 혹은 의도(effort

orintention)세 변수 간에 상호 련성과 상호 의존성이 크다고 보

고 있다.즉,보상이나 성취에서 만족을 느끼면 보다 더 큰 노력과

의도로서 성취실 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Georgopoulos(1957)는 기존의 논의가 조직 목표의 달성을 한

인간 행 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서 더 나아가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개인 목표가 그가 실행하는 행동 결과에 의해 실 될

수 있기에 목표를 실 하기 한 수단으로서 행동화를 한 노력을

한다고 보고 있다.개인 목표를 성취하는 통로로써 조직 목표를 인

식하기에 조직 리에 있어서는 조직 성원들이 갖는 목표와

목표를 성취하기 한 통로가 어떤 것인가를 감지하여 리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Festinger(1957)는 인간의 행동은 심리 갈등의 상황에서 비롯

되는 인지 부조화에서 발생하며 개인은 부조화에서 벗어나기 한

방안으로서 행동을 강구하게 된다는 에서 행동유발의 실마리로서

의 인지 부조화를 제시하고 있다.

Porter& Lawler(1968)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만족과 성취 실

을 설명하는데 반해 Adams(1963)는 이러한 인지부조화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은 조직 내에서 그가 투입한 일체의 노력(effort)과 그

에 한 가로서 얻게 될 결과로서의 보상(outcome)을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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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인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업무에 임한다고 보고 있다.즉,타인

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느낄 경우 자신의 투입을

이거나 결과를 변경,투입과 결과에 한 의식 왜곡 이직 등

을 선택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Korman(1970)은 한편 이러한 균형 이론을 인지일치이론이라 하

는데 자기 존경 뿐 아니라 자기 인지와 자기 평가를 통해서 개인

의 동기와 행동을 설명함으로써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개인은 인

지 균형감이나 일치감이 극 화될 수 있는 직무를 선호하기에 자

신에게 합한 과업이 부여될 때 만족해하면서 일한다고 으로써

조직 목표와 개인 만족을 실 하기 한 수단으로서 직무에 한

인지 평가의 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동기 유발의 내용 이론 (contenttheoryofmotivation)4)

내용 이론은 개인의 행동 유발을 해서는 그의 욕구 특성에 기

하여 한 동기 유발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근

하고 있다. 인은 욕구를 단계별로 정의하고 이에 기 한 동기

유발 요인을 검증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지나 인간은 복합인

(Complex-man)으로서의 특성을 갖기에 인간의 욕구구조와 행동화

의 방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Maslow(1943)는 인간이 갖는 욕구 내용을 신체 ,안 과 안

정,사회 ,자기 존경,자기실 의 욕구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욕구가 행동화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여러 가지 욕구는

서열이 있는데 차원 욕구가 충동이 되어 우선 행동화 되고, 차

고차원 욕구가 충동이 되는 특성을 보임으로써 욕구 계층의 우성

원리(principleofrelativepotency)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실 으로 하 계층의 욕구가 100% 충족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의

4)  2004.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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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에서 욕구 충족의 상 성을 고려

하지 못하 다는 비 을 받는다(Lawless,1972).

McClelland(1969)는 주제통각시험(ThematicAppercepationTest:TAT)

를 통해 개인이 갖는 성취욕구,권력욕구 그리고 친화욕구의 강도를

비교하 다.더불어 이 이론에서는 조직 성원이 일정한 성취를 실

하 을 때 인정(cognition)과 보상을 즉시 제공할 것을 강조하 다는

에서 특색이 있다.

Herzberg(1964)는 직무의 내용요인(jobcontent)혹은 만족 요인

으로서 성취,인정,작업 그 자체,책임,승진을,불만 요인이자 환

경 요인으로서 회사의 정책과 리,감독,작업 조건, 인 계,

,지 ,직무 안정 개인 생활을 들고 있다.이 종업원의

동기 유발을 해 보다 요한 유인은 만족 요인이며 이는 인간이

갖는 고차원 욕구에 해당한다는 에서 조직의 성취 수 을 높이

기 해서는 만족 요인을 요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즉,동기

유발은 흥미 있는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종업원의 참여(involvement)나

성취 후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주변 조건인 작업 조건이나

환경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이러

한 Herzberg모델은 발달하는 인성요인과 개인 차이를 무시한다는

비 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 인간의 욕구는 상호 연 되어 있기에

그 발 도 복합 으로 야기된다는 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

다. 한 만족 요인 보다는 불만족 요인이 동기 부여에 있어 보다

시되어야 한다는 견해(Dunnetteetal.,1967)는 Herzberg의 조사

방법에 한 의문을 제기한다.

Alderfer(1969)는 인간의 욕구 내용을 성장(Growthneeds), 계

(Relatednessneeds),생존 욕구(Existenceneeds)로 유형화하여 욕

구 계층의 계화에 보다 유연성 있게 처하 고 고차원 욕구에

서 차원 욕구로 퇴행하는 행동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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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구조와 정도에 있어 개인 차이를 강조하 으며 의식 수 에서

인간의 욕구를 다루어 Maslow(1943)의 이론을 보완하고 있다.

Skinner(1953)는 조작 행동의 가인 강화요인의 유형으로써

포지티 강화 요인과 네거티 강화요인을 구분하 다.인간이 바

람직한 행동을 유발하려 할 경우에 제공되는 강화물로서의 인정

칭찬과 같은 포지티 강화 요인과 처벌이나 소거 등과 같이 인간

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네

거티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성원의 성취 개선을 해서는 바람직

하지 못한 행동의 통제를 한 네거티 강화 요인보다는 포지티

강화에 의해 기 수 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동기 유발에 한 이론 논의:내재 외재 업무 동기에

하여

과학 리 기법에 의한 동작 연구나 시간 연구는 감시 권력의

미세한 작동 가능성을 의미하며 분업은 개개인을 독방으로 분리시

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능력이나 성과의 평가는 통제의 근본이

됨으로써 조직의 구성원에게 '불안'의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이러

한 불안은 구성원으로 하여 료제의 규범을 내면화 하게 하며,

불안한 자아로부터의 분열 상으로서 생된 조직 인격을 훌륭하

게 내면화 할 때 유혹으로서의 보상이 주어진다(임의 ,2005).

과학 리 기법 하에서 주어지는 외재 보상과 처벌은 불안

이라는 심리 기제에 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하 으며 이러한 가정에 근거한 인

사 리제도는 인간을 성과 창출을 한 도구로 인식하고,보상과 통

제,감시,처벌의 기제(carrotandstickmotivator)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재 동기가 항상 조직의 잠재 생산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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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eci(1971)은 외재 동기가 내재 동기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 이 외재 보상으로 주어진 경우 내재 보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언어 강압이나 정 인 피드백이 실

험의 처리로서 주어진 경우 내재 보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고 밝히고 있다.즉,작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외재 보상

의 부정 측면을 밝힘으로써 외재 보상의 정 측면을 가정한

기존의 연구문헌의 한계를 지 하고 있다. 한 Frey(2001)는

요소에 의한 내재 업무 동기의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에 한 선행 연구와 실험에 한 기존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외재 보상이 내재 인 동기에 미치는 향(Crowd-inandCrowd-out)

를 정리하고 있는데,각종 서비스 역 를 들어 노동의 공 ,세

회피에 있어서 내재 동기로서의 시민 의무,정부 신뢰,호혜성,

자발 인 업무 동기가 외재 간섭으로서의 여,인센티 계약,

벌 ,법 인 제도나 조직,규제 등에 의한 구축효과를 인정하고 이

에 근거한 제도의 설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업무상의 지루함은 업무 성과의 제고를 한 외재 보상

으로서의 성과 제도하에서도 생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yatt(1934;김석회,2004재인용)는 성과

제도에 있어서는 종업원이 작업에 해 지루한 감정을 덜 느낄 수

있게 되나 그에게 부과되는 과제가 개인 성격에 맞지 않을 때 이

러한 장 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조사에 의하면 조사 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무는 과자를 포장하는 작업이었고 이 작업에서

여체계를 단순 시간 에서 집단 상여제와 성과 제도로 바꾸었을

때 종업원의 생산성은 20% 증 되었다고 밝힌다.그러나 손상된 포

장을 뜯어내는 일은 성가실(onerous)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일을

수행하 을 때에는 여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기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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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험 결과는 직무 성과의 제고를 한 동기 수단에 한

연구가 조직 인격의 내면화를 한 외재 보상 뿐 아니라 직무의

확 나 충실화와 같은 자아실 측면에서의 내재 보상을 고려

해야함을 보여 다.따라서 구성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한 인간

인 직무 설계를 통해 종업원의 단순 유지만을 한 리가 아니라

성장과 발 을 구할 수 있는 리로서 직무 설계가 개되어야

할 것이다(Osbornet.al,1980).

제3 내재 동기 유발에 한 심과 근:직무특

성이론을 심으로

1.직무특성이론:Hackman& Oldham의 논의를 심으로

Hackman& Oldham(1975;1980)은 조직 구성원들의 내재 동

기 부여를 한 방안으로서 어떻게 직무를 구조화 할 것인가에

심을 가졌다.업무의 효과 달성을 해서는 성과상여 등 외재

보상 뿐 아니라 성공 인 업무 수행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정

인 내 감정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념하게 될 때 내재 동기

부여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 인 감정은 세 가지 심리 상태 즉,경험된 업무의

요성(meaningfulness),업무 결과에 한 책임감,업무 수행 결과

에 한 지식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경험된 업무의 요성은

작업이 갖는 가치에 한 의미 부여를 말하며 업무 결과에 한 책

임감은 개인이 스스로 수행해낸 작업 결과에 해 책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말한다.업무 수행 결과에 한 지식은 자기

직무를 얼마나 효과 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환류를

의미한다.이러한 심리 상태는 내재 업무 동기를 야기하며 직무

만족을 증진시킨다. 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내재 업

무 동기는 핵심 인 직무특성인 기능 다양성,과업 정체성,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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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자율성,환류의 상태에 의해 진된다고 보고 있다.

업무 동기의 유발을 해서는 체 직무의 잠재 능력을 포

할 수 있는 변수를 심으로 잠재 수를 계산할 수 있다.5가지

직무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기술다양성(skillvariety)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기능과 능력의 정도를 말하며 과업 정체성(taskidentity)은 업

무가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업무 체의 완결을 요구하는 정도를

말한다.셋째,과업 요성(tasksignificance)은 업무가 조직 내외의

다른 사람의 생활이나 업무에 심 한 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

며 넷째,자율성(autonomy)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결정하고 일

정을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재량권을 의미한다. 다섯째 환류

(feedback)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가 얼마나 효과 인지의 여

부에 하여 분명하고 직 인 정보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기의 직무특성은 작업자 개인의 심리상태에 향을 미치게 되

고 그 결과 높은 내재 동기,성장 만족도,높은 직무 만족과 업무

성과의 향상을 래하게 된다는 에서 리자들은 핵심 인 직무

특성을 제고하도록 직무를 재설계함으로써 내재 동기 부여를

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ackman& Oldham(1974;1980)은 어떤 직무가 5가지 핵심

인 직무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동기유발지

수를 계산하고 있다. 동기유발지수(motivating potential score:

MPS)는 직무특성이 내재 업무 동기를 어느 정도 유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주성이나 피드백 그 어느 하나에 한

수가 0에 가까워지면 체 인 MPS도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한

다.그러나 기능의 다양성,과업 정체성,과업 요성 어느 한

수가 0에 가까워질 경우에는 체 인 MPS가 부분 으로만 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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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계성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지식과 기술,성장 욕구 강도와 상황 만족은 조직 구성원

의 직무 상태에 향을 미치는 잠재 변수로서,직무특성과 결과로서

의 내재 업무 동기를 비롯한 조직몰입도에 향을 미친다.여기서

의 상황 만족이란 보수,동료,상사에 한 만족 등 직무의 다양한 측

면에 한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Hackman&Oldham,1980).

하지만 직무특성이론은 직무 설계의 원인 는 상황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다(Parker& Wall,2001).즉,

상황 측면으로서의 리 감독 행태,기술과 과업의 성격,정보

기술의 발 ,조직의 략,구조,문화,보상 체계 등의 정책과 노동

시장,정치 경제 제도,조직 환경의 특성 등의 외재 요인 조

직 구성원의 연령,성격,태도 등에 의해서도 직무 설계가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을 Hackman의 직무특성이론은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몇몇 연구 결과에서도 이어지는데 Fein(1970)의

연구에 따르면 육체노동자 15∼20%만이 직무 충실을 추구하며

부분은 직무가 아닌 작업 밖으로부터 삶의 보람을 찾으려 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태도는 단순하고 반복 인 업무를 수행하는 성원

들 뿐 아니라 리자 는 의사 결정자에게도 나타나는데

March(1958)에 따르면 애매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 즉 비정형

인 상황과 명확하고 일상화된 상황 하에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

정형 인 의사 결정 상황,즉 용이한 일상 업무를 더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Turner(1965)는 과업 속성과 직무 만족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도시 출신의 근로자와 소도시 근교의 근로자를 상으로 분석하

여 도시에서 성장한 근로자의 경우 간 계 의 작업 규범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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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직무특성이론 (Hackman& Oldham,1975)

소외되어 작업은 작업이고(workiswork)그것이 생활에의 주요 만

족의 원천은 되지 못하며,그럼으로써 직무 밖에서 (offthejob)에

서 만족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주장을 종합

하여 볼 때,계 ,인 ,문화 배경을 고려한 연구가 직무특성 이

론의 발 모델로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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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 요인 측정 문항

기능 다양성

-다양한 기술과

능력의 활용 정도

○ 귀하의 업무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가지 기술과 재능의 활용정도)

○ 나의 업무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혹은 높은 수 의 기술을 사용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 나의 업무는 매우 단순하고 반복 이다.

과업 정체성

-종료 시 까지 가시

인 결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

○ 귀하의 업무는 어느정도 완결성을 갖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 체를 담당하는 정도)

○ 나의 업무는 내가 시작한 일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 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가 배분

되어 있다.

과업 요성

-직무가 타인에게 향

을 미치는 정도

○ 일반 으로 귀하의 업무는 얼마나 요합니까?

○ 나의 업무는 성공 수행 여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향을 받게

되는 업무이다.

○ 나의 업무 자체는 보다 큰 틀에서 보면 매우 요하다.

자율성

-직무 수행의 일정과 방

법을 택하는데 부여된

자율

○ 귀하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정도)

○ 나는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독립성과 자유를 부여받고

있다.

○ 나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내 개인 단과 생각을 사용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환류

-직무의 유효성에 한

평가를 명백하게 얻을

수 있는 정도

○ 상사 혹은 동료가 귀하께서 얼마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어

느 정도 알려주고 있습니까?

○ 나의 업무 수행에 하여 상사는 종종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려주

고 있다.

○ 나의 상사와 동료들은 내가 얼마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거

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표 2-1.직무특성요인의 측정(Hackman& Oldham:JPI)

2.직무특성에 한 선행 연구 검토

(1)국내 문헌을 심으로

김상묵·김 종(2005)은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의 직무특성 비교를

통하여 내재 동기부여 수 에 하여 논의하고 있다.직무특성과

내재 동기부여에 한 Hackman& Oldham의 직무특성모형(job

characteristicsmodel)과 직무진단조사(jobdiagnosticsurvey)를 토

로 정부조직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500명에 한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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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의 직무특성을 비교하고 있다.분산분석

(ANOVA)와 T-test를 통해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의 직무특성과 동

기 부여 지수(MPS)를 비교한 결과 민간조직의 경우 직무특성의 모

든 역에 하여 정부조직보다 높은 응답평균을 보여주고 있어서,

민간조직은 정부조직에 비하여 내재 동기부여 가능성이 보다 높

다는 을 발견하 다.

김호정(1989)은 부산과 경남지역의 8 이상 4 이하 남자 공

무원을 상으로 직무특성이론을 차용하여 직무특성과 개인행동 간

의 계를 분석하고 있다.조 변수로서 재직 기간 공무원의 가

치 -형식주의,권 주의,성취지향,쇄신성향-이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여 직무특성이론에 해 행정문화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검정하고 있다.직무특성으로서는 Hackman& Oldham의 직무특성

차원 외에 한국인의 직에 한 선망을 고려하여 과업의 권력성과

과업의 복종성을 추가하 다.분석방법으로는 단순상 분석,편상

분석,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으며 행정문화의 조 변수 성격을

규명하기 해 조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분석 결과,직무차원으

로서 권력성과 복종성을 고려하는 것은 한 것으로 단되었으

며 환류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

직 기간과 행정문화는 분석 결과 매개 변수가 아닌 조 변수로 보

이며 특히 행정 문화 요소 성취지향성은 타 변수들보다 유효

한 조 변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연구의 한계로서 행정

문화의 구성요소로서 개인 변수 뿐 아니라 상황변수로서 독특한

조직의 분 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 한다.

민진·남성 (1990)은 산림청 공무원을 상으로 직무특성이론과

자기 성취도의 계를 분석하고 있다.연구에서는 Hackman &

Oldham의 5가지 직무 차원에 더하여 김호정(1989)이 공무원 집단의

직무특성으로서 제시한 권력성 과업의 사성의 차원에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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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자기 성취도는 능력발휘도,능력개발도,목 이상실 도로

구성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직무특성과 자기 성취의 계를 분석

하기 해 매개변수로서 성장욕구강도를 설정하 다.Hackman&

Oldham의 직무진단조사를 심으로 요인 분석,F검증,T 검증,단

순상 계분석,부분상 계를 분석한 결과 과업의 권력성은 아주

낮게 나타나 김호정(1989)의 연구와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사성의 경우 다른 직무특성차원과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

인다.한편 공무원에 있어서 환류성은 의미가 없었으며 성장욕구강

도는 직무특성의 지각과 자기성취도의 상 계에 향을 거의 미

치지 않아 문항의 재구성 새로운 조 변수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한편 인구 통계 변수 직렬,계 ,임용방법 학력

은 자기성취도의 지각에 향을 미치며 앙행정기 과 지방행정기

의 공무원과는 자기성취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

양종곤(2010)은 6시그마의 실증연구로서 조직 차원에서의 성공

요인과 추진 성과에 한 분석에서 더 나아가 개인차원으로서의 연

구 패러다임의 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이를 해 6시그마의 독

특한 조직체계인 벨트직무가 Hackman& Oldmand의 직무특성이론

에 합한지 살펴본 후 벨트인증자와 비인증자 간의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기존의 5가지 직무특성-직무

다양성,직무정체성,직무 요성,피드백,자율성-에 더해 3가지 심

리 성향-보람감,책임감,결과인식- 동기유발지수(MPS)을 사

용하여 분석한 결과 벨트인증자(블랙벨트,마스터벨트)는 업무의 완

결성 직무의 요성에서 비인증자와 차이가 존재하며 둘째,그린

벨트를 벨트인증자에 포함한 경우 요성과 심리상태의 책임감,결

과인식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셋째,개인 성장 욕구

가 조 변수로 작용하기에 성장욕구에 따른 벨트 후보자 선출은 직

무만족으로 유인하는 선별기 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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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호 외(2007)는 주 남 지역의 스포츠센터 종사자를 무작

표본 추출하여 면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유효

성-조직몰입,직무만족-을 달성하기 한 방안으로서의 직무충실화

를 통한 조직 구성원의 내 동기화를 주장한다.인구사회학 특성

으로서 성별,연령,학력,재직기간,총경력 직 을 기 으로 직무

특성 조직 유효성의 집단 간 차이를 T검증,F검증을 통해 비교

분석 하고,각 직무특성요소와 조직 유효성의 구성요소를 각각 상

회귀 분석하고 있다.

김 원·박철민(2003)은 가치 측면의 몰입에 을 둔 기존

단일차원 조직몰입 연구들과는 달리,조직몰입 유형과 직무특성간의

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존의 조직 내 상으로만 연구되어 오던

한계를 넘어 정부조직간 계의 차원에서 조직 수 에 따른 직무특

성과 조직몰입과의 계를 분석하고 있다.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행정기능상의 차이와 연구자의 면 조사 결과로

근거해 볼 때,조직과 구성원의 심리 착이라는 에서 상당한

변이성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가정 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의 조직몰입도

가 요하며,조직수 별( 역시 본청-자치구)직무특성의 차이가

요한 향변수가 될 것으로 단하여 이를 경험 으로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있다.이를 해 부산 역시 본청과 자치구

(구청과 동조직)구성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 다.조직수 별 직무특성과 조직몰입의 계 분석을 해

직무특성은 Hackman& Oldham(1976)의 논의에 근거하여 기술다양

성,과업정체성,과업의미성,자율성,환류로,조직몰입은 Angle&

Perry(1981)에 의거 가치몰입과 근속몰입으로 분류하 다.조 변수

인 조직수 에 따라 독립변수인 직무특성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차별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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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

연구

상

분석

방법
종속변수 독립변수 결과

김상묵

외‘(05)

정부조

직·민간

기업

분 산 분

석·T검정

직 무 특

성·MPS

정부조직

민간기업

민간 조직의 평균이 정부조직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

김호정

‘(89)

부산경

남지역

공무원

(4 ~8

)

단순상

분석·편상

분석·다

회귀분

석·조 회

귀분석

직무

만족

직무특성

(Hackman外

과업의권력성,

과업의 복종성),

조 변수(재직기간,

공무원의가치 5))

직무차원으로서의 권력성,복종성 유

의미/환류성은 유의미하지 않음/재직

기간 행정문화는 조 변수 역할/행

정 문화 성취지향성은 타 변수보

다 유효함.

민 진

외

(90)‘

산림청

공무원

요 인 분

석 ·F검

정·T검정·

단순상

계분석·

부분상

계분석

자기성취

도(능력발

휘도·능력

개발도·목

이상실

도)

직무특성

(Hackman外

권력성·과업의 사

성)·매개변수(성장욕

구강도)

과업의권력성(김호정의 연구와 달리,)

향력이 아주 낮게 나타남/ 사성은

타 직무특성과 련됨/환류성은 의미

가 없음/성장욕구강도는 직무특성 지

각 자기 성취도의 상 계에

향을 미치지 않음/인구통계 변수(직

렬,계 ,임용방법,학력)은 자기 성취도

에 향·앙 지방 행정 기 공무

원 간 자기 성취도에 차이 존재

양종곤

‘(10)

6시그마

벨트 인

증자/비

인증자

T검정

직무특성·

심리 성

향 (보람

감,책임감,

결 과 인

식)·동기

유발지수

6시그마 벨트

인증자·비인증자

직무 정체성 직무 요성에 있어

비인증자와의 차이 존재/그린벨트를

벨트인증자에 포함시, 요성,책임감,

결과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개인성장욕구의 조 변수로서의 가능

성 제시

김 원

외‘(03)

역시

본청-자

치구(구

청

동조직)

요인분석,

분산분석,

상호작용

항을 포함

한 회귀분

석

조직

몰입

(가 치몰

입·근속몰

입)

직무특성

조 변수(조직수 )

과업정체성, 요성,자율성은 가치

몰입에 유의미/직무특성 5개 요소 모

두 근속 몰입에 유의미하지 않음/조직

별로 회귀 분석한 결과,시청의 경우

회귀모형이 유의미.자치구 구청은 유

의미하지 않음

표 2-2.직무특성에 한 선행 연구

본청 조직은 구청 동조직과는 달리 희귀모형이 통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분석방법은 요인

분석,분산분석,상호작용 항을 포함하는 희귀분석 등을 이용하 다.

5) 공무원  가  식주 , 주 , 취지향,쇄신 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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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 연구의 비 검토 :직무특성이론을 심으로

직무특성이론에 한 기존의 연구는 Hackman& Oldham의 이

론 모형에 한 비 검토로서 직무특성의 확장을 제시하고 있

다.김호정(1989)은 한국의 공직에 한 선망을 고려하여 과업의 권

력성과 과업의 복종성을 추가하 으며 민진(1990)은 김호정(1989)이

제시한 과업의 권력성 외에 과업의 사성 차원에서 직무특성을 정

의하고 있다.방하남(2009)는 한편 직무 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결

정요인과 구조를 분석하기 한 연구에서 Hackman& Oldhamd의

모델을 차용한 주 업무 특성 뿐 아니라 객 직무특성으로서

기업,노조 소속 여부,일자리 정규성 임 과 직업 세를 측정

하고 있다.

직무특성이론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 에

한 검토로서 인구 통계 변수를 도입할 뿐 아니라(김호정,1989;민

진,1990;조 호외,2007;방하남 외,2009)몇몇 선행 연구는 조

변수를 연구의 심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김 원(2003)은 조직 수

을 조 변수로 설정하 다.즉, 역 자치 단체와 기 자치단체

의 직무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차별 향을 분석하고 있다.김

호정(1989)은 조 변수로서 재직 기간과 성취지향성을 설정하여 행

정 문화 요소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향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진(1990)은 조 변수로서 기존에 설정되었던 성장 욕

구의 강도가 직무특성의 지각과 자기 성취도의 계에서 향을 미

치지 않았다고 보고함으로써 새로운 조 변수의 필요성을 주장한

다.그러나 성장 욕구의 강도가 조 변수로서 상당한 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는 조 변수의 향 여부에 해 상당한 고려가 필

요함을 보여 다(Fried& Ferris,1987;Champoux,1991;조 호,

2007;양종곤,2010).

한편 직무특성모델의 종속 변수에 한 비 검토로서 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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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은 결과로서의 작업성과를 조직몰입도로 설정하여 직무특성과

조직몰입의 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방하남(2009)은 직무 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직무특성과의 계를 밝히고 있다.

직무특성과 조직의 유효성으로서의 조직 련 태도의 계를 밝

히는 분석방법으로서 김호정(1989)는 상 분석과 다 회귀 분석을,

김상무 외(2005)는 분산분석과 T 검증을,민진(1990)은 T 검증

F검증을 통한 평균 차 분석과 더불어 단순 상 계와 부분 상

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요인 분석을 통해 직무특성 간의 상 계

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추가된 직무특성으로서의 사성이 다른 직

무특성의 차원과 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한편 방하남(2009)은

직무 련 태도에 미치는 결정 요인의 구조 계를 밝히기 해

직무만족도와 직무 몰입도 간의 상호 계를 모형화함으로써 각 변

수 간의 계를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의 회귀 분석이 타 사회 경제 변수의 도입

없이 직무특성과 직무 몰입도의 향 계를 측정하고 상기의 계

에서 조 변수를 검증함으로써 개인의 업무 동기 유발 요인으로서

의 인사 리 제도에 한 만족도,인구 통계 변인과 업무에 있어

서의 인 계,조직 내 의사소통 등에 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

았던 은 한계로 여겨진다.직무특성이론이 상황 변수를 고려하

지 않고 있다는 비 에 한 검토로서 인구 통계 변수를 도입하

고 있으나(김호정,1989;민진,1990;조 호외,2007;방하남 외,

2009)이를 도입한 다 회귀 분석이 각각의 직무특성요인이 종속변

수로서의 가치몰입,조직몰입,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며 조 변수의 검토 역시 각각의 직무특성요인과의 계에 있어서

조 효과를 검증하는데 머무름으로써 각각의 직무특성에서 생되

는 내재 업무 동기 지수(MPS)가 조직의 생산성으로서의 종속변

수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검토하지 못하 다는 한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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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 동기에 한 측정으로서 이를 유발하는

지수로서의 MPS가 조직의 생산성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의 직

무특성의 향을 검토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구 통계 변수

와 인사 리에 한 만족도 조직 신뢰를 측정하는 요소로서 의

사소통에 한 만족도,상사에 한 신뢰,보상에 한 공정성 인식

등을 도입하여 조직 구성원 개인의 차원에서 인구 통계 변수,직

,외재 보상에 한 만족도,내재 업무 동기 상황 변수

가 잠재 생산성으로서 각각의 종속변수-조직몰입,이직의도,조직

생산성-에 미치는 향과 그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조직몰입도에 있어 내재 업무 동기로서의 직무

특성의 향력을 검증하고 외재 보상과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달성에 있어 외재 보상 외에 직무특성으로부터 생

되는 내재 보상에 한 연구 필요성과 이의 직 간 차이에 한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기 된다.

제4 조 변수로서 직 에 한 논의

직무특성이론에 한 검증으로서 성장 욕구의 강도 외에 새로운

조 변수를 설정하는 은 Robert& Glick(1981)이 조 변수로

서 재직 기간,직 ,성취 욕구를 Katz(1981)가 재직기간을,Aldag

& Brief(1975)가 연령을 조 변수로 하 다는 을 근거로 하 다

(민진,1990재인용).

M.Weber는 료제를 이성 ,법 권 를 가진 폐쇄 시스템으

로 규칙에 한 엄격한 용,권한이 집 된 확고한 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결과 으로 합리성을 규칙으로 함으로써 개성은 무시

되는 객 조직이라 묘사하고 있다.그는 료제의 7 원칙으로

서 분업의 원칙,명령체계의 원칙,공개채용의 원칙,임명직 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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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원칙,경력에 따른 고정 지 의 원칙,사용자와 직원 구분의

원칙 통합 제도에 의한 통제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합리

조직의 이상향으로서의 료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 질서에 기 한 료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업무

특성의 측면에서도 료제의 상층부와 하층부 간의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상된다.한편 정치행정이원론의 에서 POSDCorB를

Gulick(1937)은 행정 리의 기본 인 기능으로 정의하 다.계획

(planning),조직화(organizing),인사행정(staffing),지휘(directing),

조정(coordinating), 산(budgeting)의 리 개념을 행정개념으로 정

립함으로써 능률을 기본 인 선(善)으로 하여 행정 리의 종국 목

표는 인력과 물자를 최소한으로 하여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수행하기 한 인력으로서 행정 료는 문 기술성을 토

로 하는 일반공무원과 종합 ,정치성을 띠는 일반행정직으로 구

분함으로써 직계의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문 지식보다는 종합

지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행정 리에 있어 기능의 계층 분화는 리의 범 에서도

계층에 따른 역할과 자질을 요구될 것으로 여겨진다.즉,행정 리

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리층(topmanagement)은 조직을

반 에서 통제,조정하여 통합하고 기 직원의 활동을 자극

하여 조직 체의 목표를 실 해야 역할을 가진다.이에 반해 간

리층(middlemanagement)은 최고 리층의 목표와 정책을 각 소

부문에서 구체화하고 각 부분의 운 을 책임진다는 에서 최고

리층과는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즉,기 체의 목

표를 실 하는 구체 방침을 확립해야 한다는 에서 인사, 산,

리 등에 있어서의 행정 리 능력 뿐 아니라 소 분야에 한

문 지식과 기술을 자질로서 갖추게 된다.한편 사무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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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으로 지휘하고 실시하는 입장에서의 하 리층(lower

management)은 간 리층에 의해 결정된 방침에 따라 일의 개시

를 비하고 실시 진,일의 완료 확인,일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에서 상 으로 재량의 폭이 타 리층에 비해 좁고 보다 구체

이고 문 인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은 계층에 따른 의사 결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하 직 의 경우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므로 의사 결

정에 있어서 차,규정,방침을 사 에 만들어 놓은 표 화된 지침

에 따라 수행하는 정형 의사 결정을 보이는데 반해,비일상 이고

비 반복 인 업무 상황에서 동태 이고 불확실한 의사 결정을 내려

야 하는 상 직 의 의사 결정 과정은 업무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

를 가져올 것이다(Simon,1977).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Ansoff(1965)

는 최고 경 층은 략 의사 결정을 통해 기업의 외부 환경의 변

화에 응하며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 성과가 극 화 될 수 있는 방

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리 의사 결정의 주체로서 간 리

층을, 략 의사 결정과 리 의사 결정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

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최 화하려는 직 으로서 하 리층을 설

정하고 있다.

실 행정에서도 기획 기능을 주로 한 상 직 의 경우 새로운

정책과 계획,법령의 수립 업무를,이의 수립을 해 필요한 정보

수집 통합 리에 있어 하 직 이 담당한다.한편 집행 기능을

주로 하는 하 직 의 경우 업무가 정형화 되어 있다는 은 세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뚜렷한 과업의 정체성과 완결성을 가진

다는 에서 기획 업무를 주로 하는 상 직 과의 업무 특성에 있

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상한다.즉,이러한 직 간 담당 업무의

차이는 한 료제 내에서 자율성과 문성의 활용도의 차이,과업

의 정체성과 완결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가져와 업무의 내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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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차이를 생할 것이다.

한편 일선 료는 실질 인 업무 수행 상에 있어서 료제 내

타 계층과의 차이 을 갖는데,서면처리보다는 사람처리(people

processing)를 주된 임무로 삼는다는 ,다른 조직의 하 직 과는

달리 상 집단에 한 통제나 혜택을 달하는 과정에서 성격,양,

질을 결정하는 재량을 갖고 있다는 은(Lipsky,1969;1971)하 직

공무원이 업무에 있어서 일반 상과 달리 일정한 재량을 가질

것임을 보여 다.즉 이론 측면에서 비록 규칙과 상부의 지시로

인한 재량의 축소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무나 복잡한 상황에서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하 직 공무원이라 하여 문성과 자

율성 측면에서 제약을 가진 것은 아니라 볼 수도 있다.특히 자신의

업무가 사회에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업무의 요성

측면에서도 인간 측면에의 응 필요성,시민과 하는 하 직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복지에 향을 미친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경

우 업무 특성에 있어서도 직 간 업무의 차이에서 생되는 내재

업무 동기의 논의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에 실증 검

증과 비교 탐구의 요성을 가진다.

미계의 공공조직이 합리성과 평등성의 기반으로 한 문화 배

경을 갖고 있는데 반해,유교 가치체계에 입각한 한국의 공공조직

은 조직 내 인간 계에 있어서도 계 질서를 반 하고 있다(이형

우,2005)는 에서 직 간의 계 질서에서 생되는 하 문화

의 형성이 상된다.황창연(2003)은 실증 분석 결과 직 별 하 문

화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권 주의,민주주의 측면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에서 공공조직의 특성과 인식도의 악에

있어서 계 별 구분이 의미를 갖게 한다.이에 더해 인사 조직

리의 측면에서 교육 기회,승진, 여와 같은 외재 보상의 차이

는 조직에 한 계 간 성취 성장 욕구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



40

로 여겨진다. 학원 진학, 미권으로의 유학 등 문성을 쌓기

한 경로로써 교육 기회가 실질 으로 하 일선 료제 계층에

미치기 어렵다는 과 하 직 에서 상 직 으로의 승진이 실

으로 어렵다는 에서 하 직 일선 료는 업무를 통한 자신

의 성장 보다는 업무 밖(offthejob)에서 자기만족을 실 할 경향이

상 으로 강할 것으로 여겨진다.

권용수(2001)는 이러한 직 간 제도 차이를 근거로 조직 행

태를 검증한 결과,6 이하 하 직 공무원이 4-5 공무원에 비

해 조직 인사 리에 부정 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있어서도 낮은 수 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무섭(1984)은 Maslow(1943)의 욕구계층론에 입각하여 안정,

사회,자기실 욕구 등의 각 욕구 범주 별로 조직의 계층 수

에 따른 욕구충족 에 있어서의 불만족을 연구하 다.연구에서는 각

각의 욕구가 조직 내에서 충족되고 있는가에 한 평가를 연령,직

등 계 을 기 으로 분산분석과 평균차 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6)

해당 욕구에 한 인지된 불만족에 한 계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그러나 보다 높은 상 욕구의 충족

이 실질 인 업무 동기로 이어지는가에 한 경험 비 과 학문

비 을 감안한다면(Hinton,1968)계 간의 업무 동기 차이를 검증

함에 있어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이론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박천오(2008)는 우리나라 앙부처 실·국장 공무원들과 과장

공무원들을 상으로 한 인식 조사를 통해 이들의 직무성격과

직무동기 유발 인센티 를 진단하고 있다.직무 성격의 경우 미국

고 공무원단(SES)의 인식조사를 수행한 Dolan의 연구를 차용하여

6)근무 의욕에 한 두 개의 이론-조직 구성원의 상 욕구를 충족시킬 때 근무

의욕이 고취된다는 성장이론 는 내용이론과 구성원이 기 하는 욕구를 충족

시킬 때 근무 의욕이 고취된다는 과정 이론 는 기 이론을 기반으로 상 의

욕구에 해 인지된 불만족의 순 와 계 간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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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인 직무 책임을 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정책과

로그램의 연루,조직 연락, 산,인사 등으로 범주화 하여 각 범주

에 한 구성원들의 책임정도와 상 요성을 비교 분석하고 있

다.직무 동기 유발 요인에 해서는 외 ･내 인센티 의 상

요성과 동기부여 효과,그에 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 다.분석

결과 이들 상 직 공무원의 경우 정책 로그램의 형성이나

실행과 련된 업무 비 이 높으며 산이나 인사와 련된 업무의

비 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직무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외 인센티 와 내 인센티 의 요도를 비슷한

수 으로 인식한다는 ,기존의 외 ·내 인센티 에 한 만족도

는 반 으로 높지 않은 편이나 실·국장 상 직 공무원들의 만족

도가 과장 직 공무원들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는 등을 악하 다.

이러한 직 간에 있어서 외 내 인센티 에 한 요

도와 만족도에 한 연구 결과는 업무에 한 동기를 부여하기

한 제조건으로서의 직 간 차이에 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즉,직 별로 업무 만족도에 있어서 상 인 차이를 보

인다는 과 동기 유발의 기제로서의 인센티 가 인식의 측면에서

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직 간의 업무 동기에 한 연구

의 필요성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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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문제 가설

제1 연구의 분석틀

본 논문은 직 간 외재 보상에 한 만족의 차이가 성장 욕

구의 강도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과 직 간 업무 특성의

차이로 인해 내재 업무 동기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

정에 근거하여 내재 업무 동기가 잠재 생산성으로써의 조직몰

입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직 의 조 변수로서의 역할을 살피고

자 한다.이를 통해 잠재 생산성으로서의 근무 련 태도의 향상

을 해 살펴야할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조직의 리 직무 배치

에 있어 계층 간의 특성에 따른 고려가 필요함을 연구의 의의로 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Hackman&Oldham은 내재 업무 동기 유발 지수(MPS:Motivating

PotentialScore)가 종속변수로서의 결과 즉,높은 내재 동기,높은

성장 만족도,높은 직무 만족도,높은 업무 성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비록 직무특성이론에서는 이러한 직무특성이

결과변수로서의 내재 동기를 유발하며 내재 동기를 측정하기

한 도구로서 내재 업무 동기 잠재력 지수(MPS)를 측정하고 있

다는 에 착안하여 내재 업무 동기 지수로서 MPS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 기존의 모델에 변형을 가하여 기존 모델에서는 MPS가

결과로서의 내재 업무 동기라는 을 강조하 으나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내재 업무 동기가 결과로서의 종업원의 태도와 조직몰

입도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작용한다고 가정하 다.

즉,종속변수를 조직몰입,이직의도,조직생산성으로 설정하여

업무 특성으로부터 유발된 업무에 한 동기 유발이 결과로서의 조

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계에서 직 간 차이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직 간 직무특성의 차이와 인사 조직 리에 있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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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상이한 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주어지는 승진과

여 등 외재 보상 요인으로 인해 직 이 낮을수록 내재 업무

동기(MPS)가 낮을 것임을 가정으로 하여 본 가설에 한 검증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직무특성과 잠재 생산성으로서의 조직몰입도의

계를 살피는데 있어 조 변수로서 직 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Gulick(1937)의 이론이 가져온 함의에서 보듯이 조직 내

계층에 따라 업무의 자율성과 역할에 있어 특성을 가진다.이러한

이유로 직 간 담당하는 업무 특성의 차이는 본인이 업무를 맡으

면서 자각을 하게 되는 직무에 한 심리 특성으로서의 업무의

내재 동기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둘째, 앙 행정 기

과 지방 행정 기 의 공무원과는 자기 성취도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민진,1990)같은 기 내에 상

직 공무원과 하 직 공무원 간에도 욕구와 성취도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특히 하 직 공무원의 실제 상 직

으로의 승진 가능성 등 외재 보상 측면에서 상 직과 구별되는

차이와 상 직 으로부터 결정된 정책과 소 업무를 집행하고 이

를 일선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는 측면의 내재 보상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재 내재 보상 등 제도 측면에서 생된 직 간

의 차이로 미루어볼 때,직 간 성장 욕구의 강도 조직 문화,

규범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는 에서 직 은 직

무특성과 조직 유효성으로서의 조직몰입도와의 계에 상당한 향

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이러한 고려는 내재 업무 동기의 유발

을 한 직무의 재설계뿐 아니라 승진과 성과 등 성과 리제도에

있어서도 함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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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1]직 별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직 별로 각각의

직무특성의 지각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내재 보상
조직몰입도

내재 업무동기(MPS)

조직 몰입

이직 의도

조직 생산성

외재 보상

외재 보상 만족도

상황 요인

조직에 한 신뢰

상사에 한 신뢰

심리 요인

성격

인구 통계 요인

성별,연령

조 변수

직

그림 3-1.연구의 분석틀

제2 연구 문제와 가설 설정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직 은 직무특성의 지각과 조직몰입도의 계에 차별 인 향을

미친다.

[가설1-1]직 에따라기능다양성측면에서차별 인차이가존재한다.

[가설1-2]직 에따라과업정체성측면에서차별 인차이가존재한다.

[가설1-3]직 에따라과업 요성측면에서차별 인차이가존재한다.

[가설1-4]직 에따라자율성측면에서차별 인차이가존재한다.

[가설1-5]직 에따라환류측면에서차별 인차이가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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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통제 변수로서 성별,연령 보수,승진,교육훈련 등

에 한 만족도를 설정하여 직무특성에서 야기된 내재 업무 동

기 유발 지수(MPS)가 조직몰입도에 가져오는 향 계를 살피고

자 한다.

[연구문제3] 조직몰입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 내재 업무

동기 지수(MPS)는 외재 보상 만족도 보다 더 큰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내재 업무 동기 지수(MPS)는 조직몰입도에 있어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내재 업무 동기 지수(MPS)는 외재 보상 만족도

보다 조직몰입도에 있어 더 큰,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특성 특히 자신의 업무가 사회에 향을 미치는데 한

요도 인식,기술 다양성,과업의 정체성과 환류,자율성 등으로부터

인식되는 심리 지각은 조직에 한 가치 몰입으로서의 조직몰

입에 해 처벌 통제의 기제로서 작용하는 외재 보상보다 더

큰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외재 보상은 동기를

유발하기 보다는 생 요인으로서 불만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상과,공공조직의 특성상 외재 보상을 한 재정 지

원에 한계가 있다는 ,조직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하며

삶의 터 으로서 직장을 인식하는 조직몰입에 해서는 자신의 업

무에 한 평가로서의 직무특성과 내재 동기가 보다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라 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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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5]직 간 업무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다면,직 은 조직

몰입도와 내재 업무 동기 지수(MPS)의 계에 있어 조 변수

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연구문제4]직 간 업무 특성 보상의 차이,성장 욕구의 차이

를 고려한다면,직 은 조직몰입도에 있어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직 은 조직몰입도에 있어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조직몰입도와 내재 업무 동기(MPS)의 계에 있어 직 은

조 변수로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ackman& Oldham은 자신의 담당 업무로부터 생되는 심리

지각으로서의 직무특성이 업무에 한 내재 동기를 야기하게

되며 이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MPS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목 으로서의 잠재 생산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조직몰입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향을 미치는 동기

로서의 내재 업무 동기의 향과 방향을 검증하고자 한다.앞서

제시하 듯이 기존의 직무특성이론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 에 한 검토로서 인구 통계 변수를 도입하고 있으나

(김호정,1989;민진,1990;조 호 외,2007;방하남 외,2009)이를

도입한 다수의 연구에서 Hackman& Oldham이 제시한 내재 업

무 동기 지수가 내재 업무 동기 등 종속 변수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과업 요성,정체성,환류,자율성 기술의

다양성 각각의 직무특성요인이 종속변수로서의 가치몰입,조직몰입,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며,조 변수의 검토 역시 각각



47

의 직무특성요인과의 계에 있어서 조 효과를 검증하는데 머무

르고 있다.

즉,조직몰입도를 비롯한 조직몰입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인

인구 통계 변수와 외재 보상에 한 만족도 조직에 한 신

뢰 등 인사 조직 리 제도를 비롯한 상황 변수의 통제를 통하여

직무특성으로부터 생되는 내재 업무 동기 지수가 조직의 생산

성으로서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과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몰

입도를 증진시키는 다른 요소로서의 외재 보상과의 차이 과

효과의 크기를 실증 으로 검토하지 못하 다는 한계를 가진다.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통계 변수와 외재 보상에 한 만족

도,상사에 한 신뢰.의사소통에 한 만족도 보상에 한 공

정성 인식으로 인식되는 조직 신뢰 요인 등을 도입하여 내재 업

무 동기를 유발하는 지수로서의 직무특성요인을 측정한 MPS가 조

직의 생산성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의 그 효과의 크기와 타 변

수와의 차이 을 검증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내재 업무 동기 지수로서의 MPS가 직무특성을

기 로 측정하고 있음에 착안하여,정부 공무원 개인이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이 직 을 기 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을 반 해 조

변수로서 직 의 향을 검토할 것이다.이러한 연구는 직무몰입도

의 분석에 있어 기존의 선행 연구가 외 ,내 인센티 등 인사

조직 리 차원에서의 향 요인을 검증하 던 데에서 더 나아가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실제 업무의 직무특성으로부터 생되는 내

재 보상으로서의 업무 동기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

증하고,조직의 성과 달성에 있어 외재 보상과의 차이를 검증함으

로써 조직원의 업무 동기를 유발하는 각각의 보상의 향력과 이의

실 용에 한 정책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기 된다.

종속변수로서 조직몰입,이직의도,조직생산성은 그 각각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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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6]각각의 종속변수(조직몰입,이직의도,조직생산성)의

계에 있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는 조직 생산성을 측정하는 잠재

변수로서 역할 하는바,각각의 종속변수 별 분석에 있어서 상호

간에 유사 이 발견될 것이다.이는 조직의 생산성을 검증하는 변

수로서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의 유효성을 검토하는데 기여할 것

이다.

에 있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는 조직몰입도를 측정하는 잠재 변

수로서 역할 하는바,조직의 잠재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상호

간에 련성 함의가 발견될 것으로 기 된다.이는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와 생산성을 검증하는 변수로서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비용 감 노력과 개인이 인식하는 조직성과의 향상으로 구성되

는 조직 생산성의 유효성을 검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3 조사의 설계와 방법

1.변수의 측정

(1)종속변수의 측정 :조직몰입도를 심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조직의 잠재 생산성으로서의 조직몰입

도이다.조직몰입도의 하 요소로서 조직몰입은 구성원의 심리 상태

의 요한 부분이며 조직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유발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며 조직 구성원의 부정 인 행동(결근,무사안일)의

수 을 이는데 연구의 목 을 가진다.권용수(2001)의 연구에서는

Meyer& Allen(1990)의 세 가지 조직몰입유형을 토 로 조직몰입도

를 감정 몰입으로서 강한 소속감,은퇴 시 재 부처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감정 애착과 가족의 일원과 같은 느낌 개인 인

삶에서 조직에의 의미부여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근속 몰입으로는

자의 ,타의 희망에 따른 근속과 이직에 한 고려 등을 문항으

로 측정하며 규범 몰입으로는 부처에 남아야 할 의무감,충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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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가치,죄책감 등의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보수,승진,교육 훈련 등

의 인 자원 리에 한 조직 구성원들의 정 인 인식과 만족

정도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가치에 한

요한 단의 지표로서 이를 바탕으로 조직에 한 애착을 갖고

헌신하겠다는 감정 몰입을 가져오며 개인이 조직에 남아있음으로

써 받게 되는 손익 계산을 통해 조직에 남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

기에 조직에 근속하는 근속몰입에 향을 미치고,개인이 조직에

해 사명감을 갖게 함으로써 규범 몰입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 있으며 결론 으로 조직의 실질 인 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

수로 정서 몰입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Chiu& Ng(1999)는 규범 몰입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

을 하고 있고,Meyer(2002)의 연구에서는 실제 조직의 몰입도에

유의미하게,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감정 몰입이었음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한계 상 조직몰입도를 조직에 한

감정 애착으로서의 감정 몰입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즉,실직 인 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서의 정서 몰입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함으로써 그 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강

한소속감, 재 부처에 한 감정 애착,가족의 일원으로서 느끼

는 감정,개인 인 삶에서의 조직에의 의미부여(Nyhan,1999)를 문

항으로 하여 조직몰입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한 이직의도와 조직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각각

의 조직몰입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2011년도 공무원 인식 조사

사업의 설문 문항을 토 로 검증할 것이다.이직의도는 Nyhan(1999)의 정

의에서 조직에 계속 남으려는 의지의 바람으로서 조직몰입도를 규

명하고자 도입하 다.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문항 이직의도를

의미하는 세 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이직 의도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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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도 측정 문항

조직몰입도

(감정 몰입)

7)

내가추구하는가치와우리조직이추구하는가치가매우비슷하다

나는우리조직에 해별로소속감을느끼지못한다.

나는내가다니는직장에 해다른사람들에게자랑스럽게이야기한다

나는 재부서의상징성과가치때문에다른부서보다선호한다

나는내부서의일꾼이라기보다는주인이라고생각한다

나는부서원들이가족처럼느껴질때가자주있다

조직에유익할경우직원들은개인 보상과상 없이열심히일을한다.

조직에유익하다면직원들이아무런보상이없이도 과근무를자원한다

감시감독이없어도직원들스스로최선을다해일을하려고한다.

나는과 한업무에시달리는동료를보면,자주동료의일을도와 다.

나는결근했거나휴가를떠난동료의일을기꺼이 신처리해 다

나는의무 으로해야하는일이아닌데도어떤일을자원해서하는경우가자주있다

이직의도

나는정년때까지공직을수행하고싶다.Ⓡ8)

나는아마1-2년후에새직장을찾을것이다

나는종종 직장을그만둘까생각한다

조직생산성

우리조직은비용을 감하기 해노력한다

지난2년간우리부서의생산성이개선되었다

반 으로우리부서의업무성과는질 으로우수하다

우리조직의고객만족도는높은편이다

표 3-1.종속 변수의 측정

마지막으로 조직 생산성을 내부 지향 측면과 외부 지향 측

면을 동시에 포함하여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구성하고자 한다

(Epstein,1992).내부 지향 측면으로서는 조직의 비용 감 노력

과 반 인 부서의 업무 성과 생산성에 한 개인 단을 설

정하여 조직의 능률성을 측정하고자 하 고,외부 지향 요소로서

고객 만족도 문항을(Berman& VanWart,1999)추가하여 조직 생

산성 요인을 구성하 다.

이러한 다차원 조직몰입의 개념은 사조직 뿐 아니라 공조직에

서도 일반화 되어 있다는 에서도 (송운석,1998)공무원 계층 간

조직 리에 한 인식과 조직 행태의 차이에 한 타 연구와의 결

과 비교가 용이할 것으로 기 된다.

7) 강한 감, 재 처에 한 감  애착, 가  원, 개  삶에  

직에  미 여  

8) Ⓡ 역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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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무특성요인 내재 업무 동기의 측정

직무 재설계를 한 지침으로서 가장 리 쓰여진 모델은

Hackman & Oldham(1976)의 직무특성모델(Job Characteristic

Model:JCM)이다.Hackman& Oldham의 직무특성의 측정을 한

설문 문항은 각각의 직무특성요인에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다.

기능 다양성은 직무를 수행하기 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는

정도를 말하며 행 자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의 활용 정도를 의미한

다.

과업 정체성은 완 한 하나의 완결성으로서 요구됨을 뜻하며 업

무의 시작부터 종료 시 까지 가시 인 결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을 의미한다.다만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의 한계 상 업무에

한 완결성 뿐 아니라 조직 체의 업무에 해 개인이 인식하는

완결성을 포함하여 직무특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과업 요성은 조직 내나 외부 환경에서 직무가 타인에게 향

을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의 한계에 따라

직무가 타인에게 향을 미치는 정도로서의 요성에 한 개인

인식을 자신의 업무를 개인이 시민에 한 사로서 인식하는 정도,

본인의 직무와 역할에 해 인지하는 사회 책임의 정도로서 과업

의 요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자율성은 직무 수행자들이 직무 수행의 일정과 방법을 택하는데

부여된 자율,재량권으로 정의한다.환류는 직무 수행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얼마나 유효하게 수행하는가에 하여 개인이 직 으로

명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의 정도를 의미한다.

내재 업무 동기 지수(MotivatingPotentialScore:MPS)는 직

무특성이 내재 업무 동기를 어느 정도 유발하는지를 나타내는지

표로서 자주성이나 피드백 그 어느 하나에 한 수가 0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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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 측정 문항

과업 정체성

우리 조직의 목표는 이해하고 설명하기 쉽다

우리 조직의 목표는 내가 수행하는 일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다

우리 조직은 목표들 간 우선순 가 분명하다

우리 부서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

는지에 해서 잘 모른다.Ⓡ9)

기술다양성

합리 분석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하는 편이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료의 경험 문성이 우선시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평가 활용 수 은 높은 편이다

과업 요성

나 자신의 개인 성취보다 사회 기여가 요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해 나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 한다

공공 사가 나 자신보다 더 의미가 있다

시민을 한 사는 시민으로서 나의 의무이다

나는 사회에 한 책임을 상당히 느낀다.

자율성

나는 상 이 결정을 내리기 에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경우 상 의 질책을 받기 쉽다Ⓡ

우리 조직에서는 상 이 부하에게 권한을 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조직의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재량권이 크다

내가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해 정기 인 감독을 받는다.Ⓡ

환류
우리 부서의 구성원들은 상사로부터 그들이 수행한 업무의 성과에

해서 피드백을 받는다.

표 3-2.직무특성요인의 측정

워지면 체 인 MPS도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한다.그러나 기능

의 다양성,과업 정체성,과업 요성 어느 한 수가 0에 가까

워질 경우에는 체 인 MPS가 부분 으로만 향을 받는다고 보

고 있다.

직무특성이론은 어떤 직무가 5가지 핵심 인 직무특성을 보유하

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동기유발지수를 계산하고 있다.

동기유발지수(MotivatingPotentialScore:MPS)는 직무특성이 내재

업무 동기를 어느 정도 유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한다.

9) Ⓡ : 역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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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지수(Motivating PotentialScore:MPS)는 자율성이나

피드백 그 어느 하나에 한 수가 0에 가까워지면 체 인

MPS도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한다.그러나 기능의 다양성,과업

정체성,과업 요성 어느 한 수가 0에 가까워질 경우에는

체 인 MPS가 부분 으로만 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Hackman

& Oldham은 이러한 동기 유발 지수가 종속변수로서의 결과 즉,높

은 내재 동기,높은 성장 만족도,높은 직무 만족도,높은 업무

성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로서의 종속변수를 직무에 한 몰입

도로 설정하여 업무 특성으로부터 유발된 업무에 한 동기 유발이

결과로서의 직무 몰입도에 미치는 향 계와 직 간 차이를 살

피고자 한다.특히 인사 조직 리에 있어 직 간에 상이한

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승진과 여 등 외재 보상 요인에 더해

계 이 낮은 하 직 공무원의 업무 특성,즉 단순 사무로 인한 업

무 재량권의 한계와 기능의 다양성,자율성과 과업의 정체성의 한계

등에서 생되는 내재 업무 동기(MPS)가 낮을 것임을 가정으로

하여 본 연구의 가설에 한 검증을 할 것이다.

한편,MPS는 내재 업무 동기를 유발하는 지수로서 자신이 맡

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지수화한 것이기에 엄 한 의미에서의 내재

업무 동기보다는 내재 업무 동기를 유발하는 직무특성이라 할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재 업무 동기의 심리 측정에

있어 MPS의 활용이 보다 보편 이라는 과 MPS라는 내재 업

무 동기 유발 지수가 클수록,내재 업무 동기가 커진다는

Hackman& Oldham의 기 가정을 수용하여 내재 업무 동기를

의미하는 측정 도구로서 MPS를 활용하고자 하 다.이하에서는 따

라서 내재 업무 동기 유발 지수로서의 MPS보다는,내재 업무

동기를 의미하는 지수로서 MPS를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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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 별 구분

송운석(1998,2000)은 업무,승진 보수에 해 6 이하 공

무원의 만족도가 5 이상 공무원보다 낮으며 감정 규범 공

직 몰입도에 있어서도 6 이하 공무원이 5 이상 공무원보다 낮

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상은 6 이하 공무원들이 5 이상 공무

원들에 비해 자신의 결단력이나 자율성이 보장되는 업무 보다는 일

상 이며 반복 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승진 보수에 해

낮은 만족감을 가지며 나아가 낮은 공직 몰입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도운섭(1999)은 업무 수행에 있어 솔선수범의 정도

는 상 직일수록 그 정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권용수(2001)은 공무

원 직 계층 간 조직 리에 한 인식과 조직 행태에 한 연구

를 통해 채용 제도에 있어서 5 과 7 ,9 간의 채용 제도의 차이

와 인사 조직 리에 있어서의 차이에 근거하여 고 공무원 계

층 일수록 조직 시민 행동으로서의 조직 목표의 효과 달성을

해 자발 으로 헌신하는 이타 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9 ,혹은 7 공채 시험을 통해 입직하는

공무원들의 상 직 으로의 승진 기회 제한,석·박사 등 교육 이수

에 한 기회의 제한 ,연공서열을 기 으로 한 보수 체계 등 인

사 조직의 제도 리와 실 한계가 업무에 한 몰입을 낮추

고 직무 밖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을 갖게 한다.이러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차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 간 차이에 근거하여 계 간 성장 욕구의

차이 계 이라는 조 변수와 조직의 잠재 생산성으로서의 조

직몰입도의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직 간의 차이를 고려한 다수의 분석 논문의 경우 업무 내용,

채용 경로와 성과 과 보직 설계,교육 훈련에 있어 차이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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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 직 인 5 이상과 하 직 (6∼7 ),하 직 인 8∼9

으로 구분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담당 업무의 차이로 인한 업무의 내

재 동기의 측정을 명확히 하기 해 업무를 기 으로 하여 분류

하기로 하 으며 정책에 한 기획과 집행이라는 에서 직 간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 으로서,5 을 선택하여 해당

요인을 측정하고자 한다. 즉,본 연구에서는 직 간의 차이를 3

이하∼5 이상,6 이하로 하여 조직몰입의 향 요인을 측정하고

자 한다.

(4)통제 변수에 한 측정

앞서 언 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와 향력은 조사 상

자의 인구 통계학 변수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련 이론에 근거하여 조사 상자의 인구 통

계학 특성으로서 연령,성별을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재직 년수는 연령의 경우 다 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상 분

석을 통하여 두 변수간의 상 계가 0.8이상이면 연령만을 변수로

선택하고자 한다.

인구 통계 요인으로서의 연령은 연속 변수로 측정하 으며 성

별은 남성은 0,여성은 1로 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 다.

한편,인구 통계학 변인 외에 권용수(2001)는 조직 내 타인과

의 인간 계,보수 여 수 에 한 만족도,승진 교육훈련

에 한 만족도 직업의 안정성과 의사 결정 참여에 한 만족도

등을 인사 리 변수로서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요인으로 설정

하고 있다.그 외에 내재 보상으로서의 심리 요인 뿐 아니라 외

재 보상으로서의 직업 안정성, 여,승진 교육훈련 등에 한

변수를 설정하여 동기 부여의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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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논의에 입각하여 조직 인

사 리 제도에 한 만족도를 조직으로부터 부여받는 제도 보상

으로서 외재 보상에 한 만족도로 설정하여 통제 변수로서 분석

에 포함하고자 한다.

한 조직의 몰입도에 미치는 변수로서 조직 신뢰를 도입하여

내재 업무 동기와 조직몰입도의 계를 검증하는데 있어 종속변

수에 향을 미치는 조직 신뢰의 향 요인을 통제하고자 한다.조

직 신뢰는 성과에 한 공정한 분배의 공정성에 한 인식으로서의

분배 정의에 한 신뢰와 의사 결정 참여 기회에 한 신뢰로 구

성하 다.더불어 상사에 한 신뢰를 별도로 구성하여 상사의 리더

십에 한 신뢰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고자 하 다.

조직 신뢰의 경우,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분배의 공정성 인식과

참여 기회에 한 신뢰도로 나 어진 두 요인을 다시 확인 요인

분석을 함으로써 조직 신뢰라는 하나의 변수로 측정하 다.

이승 외(2004)는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조직 특

성 외에 개인의 성격 요인을 지 하고 있는데 외향성 신경증,개방

성,수용성 등 의 성격 요인이 조직 특성보다 조직몰입에 더 강한

향을 미쳤음에 근거하여 개인의 성격 요인을 통제 변수로서 설정

하고자 한다.

개인의 성격 요인 조직 신뢰,외재 보상에 한 만족도

등은 5 척도의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정 일 수록 그 값

이 큰 것으로 문항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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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측정문항 측정

인구

통계

요인

성별 남성,여성 더미

연령 연령 연속

외재

보상

외재

보상

만족도

직업의 안정성

Likert

5

척도

사무실 환경

여수

승진

교육훈련

상

신뢰

상 과의

계

나의 상 은 부하들이 조직의 분 기와 환경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한다.

나의 상 은 직원들에게 조언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

상 과 부하와의 계는 수평 계이다

나는 상 과의 화에서 내 생각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조직

신뢰

동료

의사결정

참여

공정성

우리 조직은 구성원들을 공평하게 우한다

우리 부서의 상 들은 직원에게 향을 주는 의사결정 과정에 구

성원들을 참여 시킨다

우리 부서의 요한 변화는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서 결정된다.

우리 부서의 정보는 직원들에게 잘 공유된다

보상에

한

공정성

인식

우리 부서의 정보는 직원들에게 잘 공유된다.

우리 조직에서는 업무수행실 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우리 조직에서는 무능력하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해 충분

한 제재가 이루어진다.

우리 조직에서는 고객에 한 높은 수 의 서비스 제공에 해

보상을 다.

우리 조직에서는 창조 이고 신 인 업무수행에 해 보상을

다.

심리

요인
성격

처음부터 인생을 다시 산다고 해도 바꾸고 싶은 것은 없다

나의 미래는 밝다

나는 지 까지 원하는 요한 것들을 부분 얻으면서 살아왔다

나는 나의 삶에 해 만족 한다

내 삶을 둘러싼 조건들은 훌륭하다

나는 내가 바라던 로 살고 있다

표 3-3.통제 변수의 측정

2.표본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앙부처 소속 공무원을 상으로 수행한 2011년도

공무원 인식 조사사업의 설문을 바탕으로 직 간 내재 업무 동

기의 차이가 잠정 생산성으로서의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분석 상은 개인이며 앙정부 소속 공무원을 모

집단으로 선정된 3∼9 일반 행정직 공무원 1320명을 상으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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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면 조사하 다.표본 추출은 부처 규모와 직 별에 따라 유의할

당 추출 하 다.부처 규모에 따라 각 부처별 모집단 비 비율에

따라 30표본 이하의 부처는 30표본을,모집단 비 비율 31∼99표

본 이하 부처는 40표본을 할당하 으며 100표본 이상 부처는 50표

본을 할당하는 범주별 조건부 유의할당을 시행하 다. 한 각 부처

별로 3∼5 50%,6∼9 50%를 조사하 으며 각 과별 6인 이하를

조사하여 각 부처 당 최소 5개과 이상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표

본 설계 하 다.직 별 할당은 ±20% 내에서 충족하도록 하 으나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문화재청, 세청,통계청,경찰

청,검찰청, 융 원회,방 사업청,국무총리실,국세청 등 12개 부

처에서 해당조건은 충족되지 못하 다.신뢰수 은 95%이며 오차는

±2.68% 이다.

제4 자료의 분석 방법

1.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를 자료 분석 통계 패키지 SPSS20.0

를 사용하 다.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

다.

첫째,설문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신뢰도 분석과

타당도 분석을 수행하 다.변수의 신뢰성은 Cronbach'salpha를 통

해 검증하 으며 타당도는 탐색 요인 분석을 통해 별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둘째,조사 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 분석 교차 분

석을 통한 기 분석을 실시하 다.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한 기

술 통계량 T 검증을 실시하여 산술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

고 집단 별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 으로써 직무특성에 있어서 직

간의 차이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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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요 변수 들 간의 상 계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조 변수 간의 상 계를 살펴본 후,회귀 분석에 도입할

독립변수를 설정하 다.

넷째,연구의 가설 검증을 해 조 회귀 분석을 사용하 다.

먼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구성한 각각의 요인에 해 다시 확

인 요인 분석을 한 후,이를 하나의 변수로 구성하 으며,각각의

변수에 한 상 계 분석을 통해 설정한 독립변수를 용함으로

써 독립 변수 간의 향 계를 통제한 하에 종속변수로서의 조직

몰입도에 한 회귀 분석을 수행하 다.

2.조 회귀 분석

내재 동기 유발 지수의 측정은 자율성과 환류가 내재 업무

동기의 유발에 있어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Hackman& Oldham

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특성이론의 MPS의 계산식을 통해 측정하

고자 하 다.단,확인 요인 분석 결과 환류의 구성 요인이 도출

되지 않았으며,환류의 경우 업무의 정체성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가정 하에서 이를 삭제 하여 지수를 산출하 다.

직 의 조 변수로서의 효과와 직무특성이 조직몰입도에 미치

는 향을 측정하기 해 먼 자료의 결측치와 정규성 다 공

선성을 검토하 다.특히 직 의 조 변수로서의 역할을 검증하기

해 설정한 직 과 내재 업무 동기의 상호 작용 항이 다 공선

성을 보 기에 각각의 변수 값에서 각 변수의 평균값을 차감함으로

써 다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 업무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로서 직무특성

이 유의미한 향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론을 토 로 내재

업무 동기를 유발하는 지수로서 MPS를 설정하 다. 한 직무

특성 외재 보상과의 계에 있어서 직 간 차이가 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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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함에 기반하여 직 을 조 변수로 설정하여 조직몰입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에 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 과 내재 업무 동기(MPS)간의 교호

작용(interaction)항을 통하여 직 의 조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0)만약 상 직 이 종속변수로서 조직몰입도에 해 부정 임에도

불구하고 교호작용항의 추정 계수가 정 으로 나타난다면 상

직 의 내재 업무 동기가 종속 변수에 있어 보다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다만 어느 한 변수가 다른 변수

에 의해 조건지어 지는 경우 개별 추정 회귀 계수와 해당 표 오차

만으로 그 효과의 크기와 통계 유의미성을 별하기 곤란하다.따

라서 한계 효과를 알아보기 해서는 직 과 내재 업무 동기의

교호항의 개별 추정 계수 뿐 아니라 이들의 선형 조합(Linearcombination)

을 살펴보아야 한다.

(1)     

(2)     

식(1)은 일반 인 선형 모형으로서 교호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식 (2)는 동일한 선형 모형이나 교호항을 포함한 경우로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이다.이때 각 식에서 변수 X의 한계 효과(margianleffect)는 다

음과 같다.

(3)

  (4)


  

만약 X를 내재 업무 동기 지수(MPS)라 하는 경우 교호항이

없는 경우의 내재 업무 동기의 한계 효과는 식 (1)과 같이 추정

회귀 계수 자체로 악될 수 있다.반면,교호항이 있는 경우 내재

업무 동기의 한계 효과는 식(4)와 같이 내재 업무 동기 외에

특정 직 의 응답자들이 갖는 추가 인 내재 업무 동기의 효과가

10) · 승주(2010)."  , 신뢰 그리고 책지지." 행

48(4):201-228 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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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 직 )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이 때 직 을 연속변

수로 측정할 경우 내재 업무 동기의 한계 효과는 직 의 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비선형 향력으로 추정되나 본 연구에

서와 같이 직 의 측정이 이항척도(binaryindicator)로 이루어진 경

우 내재 업무 동기의 한계효과는 직 에 따른 부가 향력으로

추정될 수 있다.

3.분석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Hackman&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한 검

증으로서 내재 업무 동기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직무특성이론은 자신의 업무에 한 특성으로서 5가지 요소-과

업 정체성,기술 다양성,과업 요성,자율성,환류-에 한 개인 ,

심리 지각을 바탕으로 내재 업무 동기를 측정하고 있다.즉,내

재 업무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로서 직무특성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선행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과

거의 선행 연구가 각각의 직무특성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 변수의 역할을 규명하 으며,내재 업무 동기가 업무

에 한 특성으로부터 생된다는 직무특성이론의 가정에 한 분

석과 사회 경제 변수의 도입을 통한 상황 통제 하에서의 내재

업무 동기와 외재 보상 간의 향 크기 계를 검증하지 못하

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기 된다.

즉,기존 선행 연구의 직무특성의 규명과 이를 통한 내재 업

무 동기의 측정이 사회 경제 변수의 도입 없이 직무특성과 직무

조직몰입도의 향 계를 측정하고 상기의 계에서 조 변수

를 검증하 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 된다.개인의 업무 동기

유발 요인으로서의 인사 리 제도에 한 만족도,인구 통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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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조직에 한 신뢰로서의 업무에 있어서의 인 계,조직 내

의사소통 등에 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을 보완할 수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이를 통해 직 간 직무특성의 차이로부터

생되는 내재 업무 동기의 차이를 검증한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

를 갖는다.

한편 조직의 잠재 생산성을 의미하는 조직몰입,이직의도

조직생산성 간의 계에 있어 각각의 내재 업무 동기와 외재

업무 동기가 미치는 향과 차이를 비교한다는 에 있어서 잠재

생산성으로서 조직몰입도에 한 평가와 그 구성요인을 검토함으로

써 정책 시사 을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63

제4장 실증 분석

제1 척도의 타당도 신뢰도 분석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은 JCI(Job Characteristics

Inventory)즉,직무특성에 한 별도의 설문문항을 통해 개인의 직무

특성과 직무특성으로부터 생되는 결과를 측정한다.

한편,본 연구는 공무원의 인사 조직 리에 한 만족도와 인

식도에 한 조사를 측정 도구로 하 다는 에서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기존 직무특성이론이 정의하는 각각의 직무특성에 기 하여

해당 특성을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이를 하여 선행 연구와

의 비교 검토와 더불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은 가설 검증을 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하여

탐색 요인 분석을 한 결과이다.요인의 수와 정보의 손실을 최소

화하기 해 주성분 요인 분석(principalfactoranalysis)을 사용하

으며 회 방식은 직각 회 (Varimax)을 사용하 다.요인 추출 과

정에 있어 고유치(eigen-value)기 을 용하여 1.0보다 큰 요인을

선택하 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변수와 요인의 상

계를 보여주는 요인 재치가 0.6이상인 문항을 구성 요소로서 채

택하 다. 한 척도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한 조건으로서 신뢰도

를 측정하 다.각 항목 간의 내 일 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Cronbach'salpha계수를 사용하 다.

1.조직몰입도에 한 탐색 분석

조직몰입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Nyhan(1999)의 정의

에 근거하여 선별한 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직각 회 법을 이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조직몰입도를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이 3개의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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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었다.제 1요인은 조직에 한 가치 ·정서 몰입으로서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한 믿음을 의미하며 제 2요인은 보상이나

처벌 등 외재 보상 없이 스스로 주어진 일에 몰입하는 구성원의

행태에 한 평가로서 조직을 해 노력하려는 의지로 정의한다.제

3요인은 조직의 규범과 계없이 동료 자신의 업무을 나의 과제

로 인식하고 스스로 이에 해 몰입하는 행태에 한 평가로서 조

직을 해 노력하려는 의지의 구성요인으로 보인다.본 연구에서는

요인 재치가 0.6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하여 각 요인을 구성한 후,

표의 결과로 도출된 3개의 요인을 다시 확인 요인 분석을 함으로

써 조직에 한 감정 몰입으로서의 조직몰입도를 구성하 다.

내 일 성을 검토하는 신뢰도 분석 결과 조직몰입도는

a=0.884로 나타났다.일반 으로 0.6이상이면 신뢰도가 비교 높다

고 단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

다고 단된다.

한편 이직의도는 Nyhan(1993)의 정의에서 조직에 계속 남으려

는 의지의 바람으로서 조직몰입도를 규명하고자 도입하 다.본 연

구에서는 설문조사 문항 이직의도를 의미하는 세 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이직 의도를 구성하 다.내 일 성을 검토하는 신

뢰도 분석 결과는 a=0.743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생산성을 내부 지향 측면과 외부 지향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여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구성하고자 한다.

(Epstein,1992)신뢰도 분석 결과 a=0.793로 내 일 성을 검토하

는데 있어 무리가 없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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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1 2 3

문5평소 부처에 한 느낌 -㉰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매우 비슷하다
.749 .234 .224

문5평소 부처에 한 느낌 -㉮ 나는 우리 조직에 해 별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
.726 .248 .019

문5평소 부처에 한 느낌 -㉱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해 다른 사람들에

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712 .218 .243

문5평소 부처에 한 느낌 -㉶ 나는 재 부서의 상징성과 가치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선호 한다
.658 .108 .188

문5평소 부처에 한 느낌 -㉵ 나는 내 부서의 일꾼이라기보다는 주인이라고

생각 한다
.652 .185 .383

문5평소 부처에 한 느낌 -㉯ 나는 부서원들이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다
.601 .216 .315

문6평소 부처 직원들의 태도 -㉮ 조직에 유익할 경우 직원들은 개인 보상

과 상 없이 열심히 일을 한다.
.270 .831 .110

문6평소 부처 직원들의 태도 -㉯ 조직에 유익하다면 직원들이 아무런 보상이

없이도 과근무를 자원 한다
.251 .818 .175

문6평소 부처 직원들의 태도 -㉰ 감시감독이 없어도 직원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려고 한다.
.201 .778 .205

문5평소 부처에 한 느낌 -㉳ 나는 과 한 업무에 시달리는 동료를 보면,자

주 동료의 일을 도와 다.
.220 .143 .843

문5평소 부처에 한 느낌 -㉴ 나는 결근했거나 휴가를 떠난 동료의 일을 기

꺼이 신 처리해 다
.180 .247 .742

문5평소 부처에 한 느낌 -㉲ 나는 의무 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닌데도 어

떤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289 .087 .740

표 4-1.조직몰입의 확인 요인 분석 결과

측정문항 1

문14이직 의사 -㉮나는 종종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 한다 .851

문14이직 의사 -㉯나는 아마 1-2년 후에 새 직장을 찾을 것이다 .831

문14이직 의사 -㉰나는 정년 때까지 공직을 수행하고 싶다.Ⓡ .767

표 4-3.이직의도의 확인 요인 분석 결과

측정 문항 1

목표 가치 신뢰 .874

조직을 해 노력하려는 의지 [동료] .797

조직을 해 노력하려는 의지 [자신] .807

표 4-2.조직몰입의 확인 요인 분석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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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1

문3부처의 업무 운 -㉰ 지난 2년간 우리 부서의 생산성이 개선되

었다
.822

문3부처의 업무 운 -㉱ 반 으로 우리 부서의 업무성과는 질

으로 우수하다
.809

문3부처의 업무 운 -㉯ 우리 조직은 비용을 감하기 해 노력 한다 .802

문3부처의 업무 운 -㉴ 우리 조직의 고객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722

표 4-4조직 생산성의 확인 요인 분석 결과

2.직무특성에 한 탐색 분석

직무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Hackman &

Oldham(1993)의 정의에 근거하여 선별한 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직

각 회 법을 이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직무특성을 측정하는 18개의 문항이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제 1요인은 과업 요성,제 2요인은 과업 정체성으로

명명하 다. 한 제 3요인은 자율성,제 4요인은 기술다양성으로

구분하 다.

단,직무특성의 제 5요인인 환류의 경우 요인 분석 결과,상사로

부터의 피드백을 측정하는 문항이 체 요인에 해 불분명하게 구

분되어 직무특성의 구성 요인에서 제외하 다. 한 확인 요인 분

석 결과 분류된 제 5요인의 경우 자율성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보이

나,문항 간의 계가 불분명하게 구분되어 제외하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Hackman&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의 분

석 결과와 다르지만,환류가 직무 자체를 수행하는데서 오는 특성이

아닌,직무 수행을 한 과정으로서의 특성을 의미하며 타 요인이

직무에 한 내재 업무 동기로서의 심리 지각을 야기하는데 반

해,환류는 Hackman& Oldham에서도 업무에 한 이해에 향을

미친다고 정의했다는 을 상기한다면,궁극 으로 이러한 환류 과

정은 직무특성으로서의 과업 정체성과 상당한 계를 가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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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상기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업무로부터 생된 심리 지각으

로서의 내재 업무 동기를 구성하는데 있어 환류 요인을 제외하

다.본 연구에서의 내재 업무 동기 유발 지수로서의 MPS지수는

다음과 같다.

설문 문항을 고려하여 요인 재치가 0.6이상인 경우 측정 도

구로서 채택하 으나 기능 다양성의 문18㉲의 경우 요인 재치가

0.595로 기 으로 설정한 요인 재치의 수치와 큰 차이가 없고,해

당 문항이 자신의 소 업무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이를

평가하는 기능 다양성의 의미를 표한다고 단되어 분석에 포함

하 다.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선택한 문항을 상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chronbach’sa=.818로 나타났다.일반 으로 0.6이상이면 신

뢰도가 비교 높다고 단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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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문항 1 2 3 4 5

12 평   생각 - ㉰ 공공 사가  신보다  

미가 다
.828 .097 .003 .170 .062

12 평   생각 - ㉲  신  개  취보다 

사  여가 하다
.818 .087 .006 .192 .064

12 평   생각 - ㉱ 는 다  사람들  돕  

해  신  해  꺼  감수 한다
.814 .075 -.013 .164 .108

12평 생각-㉯시민 한 사는시민

다 
.747 .292 .149 -.026 .005

12평 생각-㉮ 는사 에 한책 상당 느 다 .654 .335 .188 -.083 .035

2 처   목  - ㉮ 우리 직  목 는 해하

고 하  쉽다
.122 .799 .023 .131 .064

2 처   목  - ㉯ 우리 직  목 는 내가 수

행하는 에 한 지  공해 다.
.200 .774 .045 .204 .087

2 처   목  - ㉱ 우리 직  목 들 간 우

순 가 하다
.165 .662 -.075 .217 .071

23 처   업 수행 - ㉰ 우리  원들

 신   어떻게 하    할 수 는지에 

해   다 Ⓡ

.085 .580 .239 -.051 -.020

23 처   업 수행 - ㉯ 우리  원들

 상사  그들  수행한 업  과에 해  

피드  는다

.185 .434 .198 .180 .245

8   처  한과 원  - ㉯ 내가 스스  결

 내릴 경우 상  질책   쉽다 Ⓡ
.048 .192 .831 -.009 -.048

8   처  한과 원  - ㉮ 는 상  결

 내리  에는 어 한 결 도 할 수 없다 Ⓡ
.061 .095 .815 .042 -.006

10 처   평    보상 - ㉱ 우리 직  

원  업 수행에 어  재량  크다
.099 -.088 .414 .385 .257

18 업 책에 한 견-㉰ 책결 에

어 료 경험 우 시 고 다 
.007 .133 .014 .742 -.073

18  업    책에 한 견 - ㉲ 

 책평가 용 수   편 다
.242 .286 -.006 .599 .068

18  업    책에 한 견 - ㉮ 

합리  에 근거한 책결  하는 편 다
.249 .383 .200 .473 .079

8   처  한과 원  - ㉱ 내가 규  지

키고 는지에 해  감독  는다 Ⓡ
-.092 -.229 .222 .132 -.781

8   처  한과 원  - ㉰ 우리 직에

는 상  하에게 한  하는 경우가 많다
.091 .022 .416 .218 .618

표 4-5.직무특성의 확인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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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1

문11업무 환경-다.직업의 안정성 .402

문11업무 환경-바.사무실 환경 .738

문11업무 환경-사. 여 수 .812

문11업무 환경-아.승진 .806

문11업무 환경-자.교육 훈련 .747

표 4-6외재 보상 만족도의 확인 요인 분석 결과

3.상황 요인에 한 탐색 분석 :외재 보상과 신뢰를 심

으로

권용수(2001)는 조직 내 타인과의 인간 계,보수 여 수

에 한 만족도,승진 교육훈련에 한 만족도 직업의 안정성

과 의사 결정 참여에 한 만족도 등을 인사 리 변수로서 조직몰

입도에 미치는 향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권용수

(2001)의 분석틀을 차용하여 조직몰입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외재 보상 만족도를 설정하 다.즉,본 연구에서는 인사 조직

리 등 제도 인센티 의 결과와 그에 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

항을 외재 보상 요인으로 구성함으로써 외재 보상과 내재 보

상 각각에 한 업무 동기의 유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이를

부하된 요인 재치를 기 으로 하나의 외재 보상 변수로 설정하

기 해 주성분 분석과 직각 회 법을 이용하여 탐색 요인 분석

을 수행하 다.

각각의 문항은 보수 여 수 에 한 만족도,승진 교육

훈련에 한 만족도 직업의 안정성과 사무실 환경에 한 만족

도 등 인사 리 제도에 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분석

결과 1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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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1 2

문10부처의 평기 기 보상 -㉲ 우리 조직에서는 고객에 한 높은

수 의 서비스 제공에 해 보상을 다
.747 .185

문10부처의 평기 기 보상 -㉯ 우리 조직에서는 업무수행실 에 따

라 보수가 달라진다

.710
.049

문10부처의 평기 기 보상 -㉴ 우리 조직에서는 창조 이고 신

인 업무수행에 해 보상을 다

.701
.290

문10부처의 평기 기 보상 -㉮ 나의 승진은 업무실 에 달려있다
.694

.262

문10부처의 평기 기 보상 -㉰ 우리 조직에서는 무능력하거나 일하

지 않는 사람들에 해 충분한 제재가 이루어진다

.692
.134

문23부처의 업무수행 -㉲ 우리 부서의 요한 변화는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서 결정된다

.144
.880

문23부처의업무수행-㉱우리부서의상 들은직원에게 향을주는의사결정과정

에구성원들을참여시킨다

.153
.847

문23부처의 업무수행-㉳우리부서의 정보는 직원들에게 잘 공유된다
.202

.816

문3부처의 업무 운 -㉲ 우리 조직은 구성원들을 공평하게 우 한다
.404 .511

표 4-7.조직 신뢰도의 확인 요인 분석 결과 1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선택한 문항을 상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Chronbach’sa=.758로 나타났다.일반 으로 0.6이상이면 신뢰

도가 비교 높다고 단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

뢰도는 문제가 없다고 단된다.

요인 분석 결과 직업의 안정성은 외재 보상의 구성 변수로서

일반 으로 주어지는 보상이며,몇몇 논문에서 외재 보상을 신분

의 보장, 여,근무 환경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에 착안하여

본 변수를 구성하는데 있어 직업의 안정성을 포함하여 분석하 다.

조직 신뢰는 분배 참여 공정성으로 구성하 다.각각의 문항

에 해 확인 요인 분석을 한 후,요인 재치가 0.6인 문항을

상으로 분배 공정성과 차 공정성의 요인으로 분류하 다.확인

요인 분석 결과 요인 1은 성과 보상에 한 분배 공정성으로,요

인 2는 차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공정성으로 분류되었다.

각 문항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a=0.8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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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1

문4부처의 상 -㉴ 나는 상 과의 화에서 내 생각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815

문4부처의 상 -㉯ 나의 상 은 부하들이 조직의 분 기와 환경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한다
.802

문4부처의 상 -㉰ 나의 상 은 직원들에게 조언 하는데 많은 시간

을 할애 한다
.802

문4부처의 상 -㉳ 상 과 부하와의 계는 수평 계이다 .796

표 4-9.상사 신뢰의 확인 요인 분석 결과

측정문항 1

참여공정성 .847

분배 공정성 .847

표 4-8.조직 신뢰도의 확인 요인 분석 결과 2

한편,신뢰 요인의 하나로서 상사의 리더십 문항을 통해 상사에

한 신뢰를 측정하여 조직몰입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신뢰

요인을 통제하고자 하 다.

확인 요인 분석 결과를 토 로 하여 상사 신뢰 요인을 구성하

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hronbach’sa=0.813로 나타났다.

4.개인 특성에 한 확인 요인 분석:성격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잠재 생산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성격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하 다.성격 요인은 삶에 한 정

성 태도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 으며 개인 성격에 한 확인

요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격 요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 a=.881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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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1

15 삶에  한 태도 - ㉰ 는  삶에 해 만  한다 .858

15 삶에  한 태도 - ㉯ 내 삶  러싼 건들  훌 하다 .841

15 삶에  한 태도 - ㉮ 는 내가 라   살고 다 .823

15 삶에  한 태도 - ㉱ 는 지 지 원하는 한 것들  

 얻  살아 다
.788

15 삶에  한 태도 - ㉲  미래는 다 .766

15 삶에  한 태도 - ㉳ 처  생  다시 산다고 해도 꾸

고 싶  것  없다
.705

표 4-10.성격에 한 확인 요인 분석 결과

제2 응답자의 인식 분포

1.응답자의 인식분포:인구 통계 변수를 심으로

이 장에서는 연구 모형을 통해 도출된 연구 가설을 실증분석하

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먼 기술 통계량 평균차 분석을 통해

응답자가 독립변수로서의 직무특성과 내재 업무 동기 조직몰

입도에 해 보이는 인식의 차이를 제시한다.11)

본 연구에 사용된 2010공무원 인식도 조사 표본의 인구 통계학

특성에 한 정리는 다음과 같다.

본 설문 조사는 고 공무원을 제외한 3 이하 공무원을 상

으로 하며 직 별로 3~5 은 615명으로 46.5%를 차지하며 6~9 은

706명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다.연령은 20 는 7%,30 37.4%,

40 41.1% 50 이상은 13.9%를 차지하며 6개의 측치가 무응답

으로 분류되는 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성별은 남성

73.9%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 26.1% 가 차지하며 직군은 행정직군

70.7%,기술직군 21.4% 기타 8%를 보인다.

11) 한편, 독립변  직무특 과 내재  업무 동  직  간 평균 차  

식 포는 가 1  검증  2 에  다룰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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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빈도 비율(%)

직
3~5 614 46.5

6~9 706 54.4

연령

20 93 7.0

30 494 37.4

40 543 41.1

50 이상 184 13.9

무응답 6 0.5

성별
남성 976 73.9

여성 344 26.1

직군

행정직군 933 70.7

기술직군 282 21.4

기타 105 8.0

재직년수

10년 미만 488 37.0

10년 이상 483 36.6

20년 이상 266 20.2

30년 이상 70 5.3

40년 이상 1 .1

무응답 12 .9

표 4-11.인구 통계학 변수에 한 빈도 분석

재직 년수는 10년 미만이 37%의 분포를 보이며 10년 이상~20년

미만 36.6%,20년 이상~30년 미만 20.2%,30년 이상~40년 미만이

5.3%의 분포를 차지하며 40년 이상 재직자 1명으로 보고되었다.재

직 년수에 한 응답 12개의 측치가 무응답으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인구 통계학 변수의 최 값과 최소값 평균과 표

편차는 표 4-11에 제시하 다.

직 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값 1은 3 재직자를,7은 9 재직

자로 분류하고 있다.재직 년수의 평균은 13.50년이며,연령의 평균

은 40.42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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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범

직 1320 3.71 1.302 1 7 6

직군 1320 1.37 .627 1 3 2

성별 1320 1.26 .439 1 2 1

재직 년수 1308 13.50 8.494 0 40 40

연령별 1314 40.42 7.413 23 59 36

유효수 1307

표 4-12.인구 통계학 변수에 한 기 통계량

2.응답자의 인식분포:주요 변수를 심으로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서 직무특성으로서의 자율성,과업 정체성,

과업 요성, 과업 다양성과 환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Hackman&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따라 산출한 내재 업무

동기로서 MPS를 설정하여 내재 업무 동기의 차이가 종속변수로

서의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고 있다.

직무특성과 내재 업무 동기,인구 사회학 특성의 변수와 상

황 요인으로서의 조직 신뢰 외에 인사 조직 리 변수로서 외재

보상에 한 만족도를 통제 변수를 설정하 다.외재 보상에

한 만족도는 보수, 여,교육,환경,사무실 환경 등에 한 만족

도 직업의 안정성 정도를 권용수(2001)의 정의에 따라 분류한 후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하나의 변수로 구성하 다.

이하에서는 주요 변수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해

직 을 기 으로 평균차 분석을 수행하 다.직 의 구분은 3~5 ,

6~9 의 앙부처 공무원으로 설정하여 독립 표본 T검정을 수행하

다.

(1)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 변수는 조직몰입도,이직의도,조직생산성으

로 분류된 조직몰입도이다.각각의 종속 변수 별로 회귀 분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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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조직몰입
2.2348 .31684 .76 3.11

가치몰입 2.4192
.41529

1.01 3.42

업무몰입(자신)
2.7364 .44250 .78 3.88

업무몰입(타인)
2.9884 .54118 .81 4.05

이직의도 1.8575 .61753 .82 4.08

조직생산성
2.9612 .46754 .97 3.94

표 4-13.종속 변수의 기 통계량

직 별 평균
t

평균차 표 오차

조직몰입
3~5 2.2187 -1.988 -.03472** .01746

6~9 2.2534
가치몰입　 3~5 2.9779 -4.162 -.09480*** .02278

6~9 3.0005
　업무몰입(자신) 3~5 2.7345 -.165 -.00403 .02443

6~9 2.7386
　업무몰입(타인) 3~5 2.3751 -.759 -.02267 .02987

6~9 2.4699

이직의도
3~5 1.8724 .943 .03213 .03408

6~9 1.8403

조직 생산성
3~5 2.9694 .683 .01765 .02585

6~9 2.9518

표 4-14.직 간 조직몰입도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으로써 조직몰입도에 향을 미치는 직 의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총 측치는 1320개이며,종속변수에 한 기 통계량은 다음

과 같다.

조직몰입도는 자신의 조직에 해 감정 몰입으로서의 가치 몰

입.자신의 업무에 한 몰입과 조직 구성원이 각자의 업무에 해

몰입하는가에 한 평가로서 타인의 업무 몰입에 한 평가로 구성

하 다.조직몰입은 평균 으로 2.23의 값을 가지며 이직의도는

1.86,조직의 생산성의 경우 평균 으로 2.96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종속변수에 한 직 간 차이를 알아보기 해 T 검정을

수행한 결과,조직몰입과 조직몰입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의 가치

몰입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모두 6~9 의 평균이 보다

높은 조직몰입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0.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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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직 간 조직몰입의 차이

그림 4-2.직 간 이직의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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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직 간 조직 생산성의 차이

(2)통제변수

연구에서는 통제 변수로서 조직에 한 신뢰로서의 참여 공정성

과 분배 공정성을 도입하 으며,그 외 상사에 한 신뢰,외재

보상에 한 만족 인구 통계 변수와 개인 특성으로서의 성

격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 다.

각각의 변수에 한 기 통계량은 표 4-1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독립 변수는 직 이다.즉,직 에

따른 조직몰입도와 직무특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이의 결

과를 앙부처 공무원의 업무 동기 부여를 한 조직 목표의 실

과 이를 한 조직 인사 리 제도의 설계에 함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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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직 (더미) 3.71 1.302 1 7

통제변수

조직신뢰
2.1650 .36296 .66 3.30

참여 공정성

2.9878 .57083 .85 4.24

분배 공정성
2.1252 .43694 .71 3.54

상사신뢰 2.8213 .53930 .80 3.99

성격
2.8393 .54161 .80 4.02

외재 보상 만족
2.1858 .44446 .78 3.51

직업의 안정성 3.99 .638 1 5

사무실 환경 3.13 .973 1 5

여수 2.81 .871 1 5

승진 2.95 .820 1 5

교육훈련 3.15 .859 1 5

상호작용항

직 *MPS .1784 .94321 -3.52 3.43

표 4-15.주요 변수의 기 통계량

본 연구에서 직 에 주목하는 이유는 직 간 직무특성의 차이

와 성과 의 설계,교육 기회,채용 제도 (5 공채,7 공채,9

공채) 업무에 있어서 재량권의 차이 등 업무 특성과 조직 인사

리의 차이가 하 직 직 으로 하여 업무를 통해 조직에서 성

장하고자 하는 성장 욕구를 하하고 직무에 한 몰입을 하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 되기 때문이다.

먼 직 에 의해 구분되는 상황 요인으로서의 조직 신뢰,상

사에 한 신뢰,외재 보상의 만족도에 한 차이와 경향을 살펴

보기 해 이에 한 평균차 분석으로서 T검정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외재 보상 만족,조직 신뢰,조직 신뢰의 구성 요

인 보상에 한 공정성 인식 성격의 차원에서 직 간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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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MPS
7.5212 1.92172 1.77 15.00

과업 요성
2.6967 .45883 .77 3.86

과업정체성
2.7544 .49297 .75 3.73

기술다양성
2.1799 .36597 .67 3.35

자율성
2.9416 .56500 .82 4.12

표 4-16.내재 업무 동기와 직무특성의 기 통계량

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특히 보상의 공정성에 한 인식에서 직

간의 차이가 타 변수에 비해 크며,상 직 의 보상공정성에 한

인식이 하 직 이 6∼9 에 비해 낮았으며,같은 맥락에서 외재

보상 만족에 한 직 간 차이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직 에 따른 보상 제도의 운 에 있어서의 차이 에서 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연공서열에 의한 승진과 보상이 주를 이루는 하 직 에

비해,상 직 의 경우 능력 주의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이 실

이고,특히 상 직 의 경우 연령과 재직 년수를 고려할 때 외부 기

업과의 보수 측면에서 불만족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을 고려할

때 보수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러한 외부 기 과의 비교가 만족도와

보상의 공정성에 한 인식에 반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제 3의 향 요인에 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 의 변화에 한 종속 변수 값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라는 에서 타 변수와의 향력을 통제한 회귀 분석의 진단이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

제3 가설의 검증

1.주요 변수의 직 별 차이 검증 :내재 업무 동기 직무특성

을 심으로

내재 업무 동기(MPS:MotivatingPotentialScore)와 이를 구

성하는 요소로서의 직무특성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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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직 간 기술다양성의 차이

내재 업무 동기를 유발하는 지수로서의 MPS의 경우 최소값

은 1.77,최 값은 15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직 간 직무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한 독립표본 T 검정의

결과,업무 요성,과업 정체성,자율성 내재 업무 동기의 변

수에 있어서 직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정

책 결정에 있어 합리 분석과 료의 경험이 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는 기술 다양성의 경우 직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직 간 업무의 수행에 있어 상 직 의 경우

기획 업무를,하 직 의 경우 민 업무의 집행 상 직 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식의 쓰임이나 사용에 있어서 차이가 발

견될 것이라는 일반 인 인식과 차이를 보이는데 상 직 의 경우

하 직 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 정책 환경 하에서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가 많다는 에서 이러한 기술다양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은 향후 연구에 함의를 가져올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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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요성의 경우 하 직 이 2.76으로,상 직 에 비해 유

의마한 차이를 보이며,평균차는 0.12의 값을 보인다.업무의 요성

을 공공 사와 사회 기여에 한 요성 인식 등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하 다는 을 고려할 때,상 직 의 경우 일반 으로 그 업

무에 있어 민간 부문에 상당한 사업 정책 분야에 향력을 미치

고 있으며 공직에의 입직 동기와 공직에 한 자부심 등이 보다 높

을 것으로 여겨지기에 요성에 있어 하 직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 인 인식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한편으로 이는 하 직 이 서면보다는 면 처리를 주로 하

고 있다는 에서 하 직 이 자신의 업무의 요성을 보다 요

하게 인식하고 있으며,정책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의 결과에

한 피드백을 직 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에서도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일선으로서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유훈(2010)은 자신의 업무가 사회에 요한 향

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업무의 요성 측면에서도 인간 측면에

의 응 필요성,시민과 하는 하 직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복지

에 향을 미친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 오히려 하 직 의 업

무 요성에 한 인식이 상 직 보다 정 이라고 주장하는

과 일치한다.

과업의 정체성은 조직 목표에 한 이해와 조직 목표의 명확성,

조직 목표가 개인의 업무에 있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가를 측정

하는 변수로서 과업의 정체성 역시 하 직 이 유의미하게 높은

직 별 평균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의확률 0.1% 하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이는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고 정책을 직 설계

하는 직 으로서 상 직 이 조직 목표에 한 이해와 개인 업무

에 있어서의 명확한 지침 제공에 있어 정 인 태도를 보일 것이

라는 일반 인 인식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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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직 간 업무 요성의 차이

이는 상 직 의 경우 무나 복잡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가 많다는 ,즉 상 직 공무원이 정치 ,정책 ,행정

환경 등 복잡 다양한 환경 측면에서의 서면 처리 주의 기획 업

무를 맡는데 반해,하 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범 가 특정되어 있

고,그 업무의 수행이 일상 이라면 자신의 업무에 한 명확한 지

침과 방향의 이해가 상 직 에 비해 유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자율성의 측면에 있어 하 직 의

인식이 보다 정 이라는 측면에 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자율성의 경우 타 직무특성 요인에 비해 가장 큰 평균차로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정책을 기획하고 총 하는 상 직 과

달리 하 직 이 서면 처리보다는 사람처리(peopleprocessing)를 주된 임

무로 삼는다는 ,다른 조직의 하 직 과는 달리 상 집단에

한 통제나 혜택을 달하는 과정에서 성격,양,질을 결정하는 재량

을 갖고 있다는 Lipsky(유훈,1990재인용)의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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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직 간 과업 정체성의 차이

그림 4-7.직 간 자율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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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한 규칙과 상부의 지시로 인한 재량의 축소가 우

려된다 하더라도,하 직 공무원이라 하여 문성과 자율성 측면에

서 제약을 가진 것은 아니라 볼 수 있다는 유훈(1990)의 연구 결과

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편,이러한 분석은 창의 이고 다

양하며 비일상 인 업무를 맡는 직 ,직종의 종사자의 경우 통제

주에서 자율성을 고려한 직무 설계가 필요하다는 Pink(2010)의 주

장을 고려할 때,이러한 특성이 요구되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상

직 의 통계 수치는 직무 설계에 있어 함의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직무특성으로 측정한 공무원의 내재 업무 동기 지수(MPS)에

있어 직 간 차이를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상 직 과 하 직 간의 차이는 0.717로서 유의미하 다.요인

재치를 통한 지수의 구성과,과업 정체성,기술다양성,과업 요

성의 평균치에 자율성의 수치를 곱하 다는 에서 그 값의 최 치

는 25에 근사할 것으로 여겨지나,기술 통계 결과 최소값은 1.77,최

값은 15로서 측치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직 에 따

른 평균치의 비교에 있어서도 약 7.2,하 직 의 경우 약 7.9의 수

치를 보인다는 은 내재 업무 동기의 유발을 한 직무 설계에

있어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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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직 간 내재 업무 동기의 차이

직 별 평균
t

평균차 표 오차

업무 요성
3~5

2.6408
-4.789 -.12025*** .02511

6~9
2.7610

과업정체성
3~5

2.7322
-1.757 -.04775* .02718

6~9
2.7799

기술다양성
3~5

2.1708
-.953 -.01942 .02020

6~9
2.1902

자율성
3~5

2.8508
-6.416 -.19530*** .03044

6~9
3.0461

내재 업무동기
3~5

7.1876
-6.881 -.71724*** .10423

6~9
7.9048

표 4-17.직 간 직무특성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가설 결과

[가설 1-1]직 에 따라 기능 다양성 측면에서 차별 인 차이가 존재한다 기각

[가설 1-2]직 에 따라 과업 정체성 측면에서 차별 인 차이가 존재한다. 기각 못함

[가설 1-3]직 에 따라 과업 요성 측면에서 차별 인 차이가 존재한

다.
기각 못함

[가설 1-4]직 에 따라 자율성 측면에서 차별 인 차이가 존재한다. 기각 못함

[가설 1-5]직 에 따라 환류 측면에서 차별 인 차이가 존재한다. 검증불가

(***1% 유의수 ,**5% 유의수 ,*10% 유의 수 )

표 4-18.독립 표본 T검정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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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재직

년수

조직

신뢰

상사

신뢰
성격

내재

업무

동기

직

*MPS

외재

보상

만족

조직

몰입

이직

의도

조직

생산

성

a 1 .877 .150 .098 .009 .228 .444 .200 .220 -.068 .165

b 　 1 .141 .082 .013 .198 .357 .212 .205 -.045 .157

c 　 　 1 .591 .412 .518 .184 .520 .567 -.326 .573

d 1 .366 .514 .031 .415 .568 -.280 .626

e 　 　 　 1 .368 .155 .514 .418 -.448 .307

f 　 　 　 　 1 .389 .381 .572 -.332 .497

g 　 　 　 　 　 1 .139 .184 -.101 .106

h 　 　 　 　 　 　 1 .422 -.350 .425

i 　 　 　 　 　 　 　 1 -.373 .621

j 　 　 　 　 　 　 　 　 1 -.291

k 　 　 　 　 　 　 　 　 　 1

 4-19. 주  변수에 한 상  

2.상 분석

상 분석을 통해 모형에 도입된 변수들 간의 선형 계를 악

하여 각 변수들을 다 회귀 분석에 포함시키기 합당한지 검토할 필

요가 있다.상 계의 검증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12)

상 분석 결과,연령과 재직 년수의 계에 있어 0.8이상의 유

의미한 상 계를 보여 다 공선성이 우려되므로 연령만을 변수로

채택하 고, 조직 신뢰와 상사 신뢰 간에 0.591이하의 상 계를

보이나 나머지 독립 변수들의 경우의 경우 그 이하의 상 계수 값

을 가지는바 회귀 분석에 있어서 다 공선성의 우려는 제거한 것

으로 보인다.

12) Pearson 상   결과   5%에   계가 미한 값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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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명

종속

변수

조직몰입도

확인 요인 분석을 이용한 연속 변수이직의도

조직 생산성

통제

변수

성별 0=남성,1=여성

연령 연속변수

독립

변수

성격(personality)

확인 요인 분석을 이용한 연속 변수외재 보상 만족도

조직 신뢰

상사 신뢰

MPS

(내재 업무동기유발)

조

변수
직 0=6~9 ,1=3~5

표 4-20.연구 모형에서의 주요 변수

3.조 회귀 분석의 결과

기존의 선행 연구는 직무특성이 직무 몰입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주로 분산 분석,상 계 분석을 사용하

다.조직몰입에 미치는 직무특성의 향을 살피는 다 회귀 분석에

있어서도 각각의 직무특성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ckman&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한 검

증으로써 직 이 조직몰입과 업무의 내재 동기와의 계에 있어

서 직 의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해 조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자 한다.상 분석 독립표본 T 검정의 결과 직 간 내재 업

무 동기와 조직몰입도에 있어서 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와 분석의 결과를 토 로 직 간

의 내재 업무 동기의 차이가 잠재 생산성으로서의 조직몰입도

에 미치는 향과 방향에 있어 직 의 조 변수로서의 역할을 검

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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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 이직의도 조직생산성

(상수)
.677***

(.053)

.681***

(.053)

3.629***

(.132)

3.621***

(.133)

.814***

(.082)

.827***

(.083)

조직

신뢰　

.160***

(.022)

.160***

(.022)

-.104*

(.056)

-.102*

(.056)

.285***

(.035)

.282***

(.035)

상사

신뢰

.157***

(.014)

.157***

(.014)

-.013

(.036)

-.013

(.036)

.323***

(.022)

.322***

(.022)

외재

보상만족　

.025

(.017)

.025

(.017)

-.156***

(.043)

-.157***

(.043)

.093***

(.027)

.094***

(.027)

성격
.086***

(.014)

.086***

(.014)

-.356***

(.034)

-.356***

(.035)

-.010

(.022)

-.010

(.022)

성별
-.030**

(.014)

-.031**

(.014)

.118***

(.036)

.119***

(.036)

-.033

(.023)

-.034

(.023)

연령
.005***

(.001)

.005***

(.001)

.001

(.002)

.001

(.002)

.005***

(.001)

.005***

(.001)

내재

업무동기

(MPS)　

.042***

(.004)

.042***

(.004)

-.048***

(.010)

-.048***

(.010)

.038***

(.006)

.039***

(.006)

직
-.051***

(.013)

-.050***

(.013)

.062*

(.032)

.061*

(.032)

-.114***

(.020)

-.113***

(.020)

직*MPS　
.005

(.006)

-.011

(.016)

.016*

(.010)

R2 .545 .545 .266 .266 .507 .508

Adj.R2 .542 .542 .262 .261 .504 .504

N 1281 1287 1283

표 4-21.조 회귀 분석 검증 결과

(***1% 유의수 ,**5% 유의수 ,*10% 유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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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 이직 의도 조직생산성

조직

신뢰　
.189*** .188*** -.062* -.061* .224*** .222***

상사

신뢰
.275*** .275*** -.012 -.012 .379*** .379***

성격 .145*** .145*** -.306*** -.305*** -.011 -.011

외재

보상만족　
.036 .036 -.114*** -.114*** .090*** .091***

성별 -.043** -.044** .085*** .085*** -.031 -.032

연령 .124*** .122*** .009 .012 .083*** .078***

MPS　 .263*** .263*** -.151*** -.151*** .159*** .161***

직 -.082*** -.082*** .050* .050* -.123*** -.122***

직*MPS　 .016 -.017 .034*

R2 .545 .545 .266 .266 .507 .508

Adj.R2 .542 .542 .262 .261 .504 .504

표 4-22.조 회귀 분석 검증 결과:표 화된 회귀 계수값 비교

(***1% 유의수 ,**5% 유의수 ,*10% 유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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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목록별 유효수는 1289개이다.본

연구에서는 다 회귀의 오차항의 가정을 고려하여,잔차 분석을 통

해 나타난 이상치 극단치를 제외해 분석하 다.이상치의 제거는

최소1회∼최 3회 시행하 으며 표 화된 잔차값이 ±3이상인 사례

를 제거하 다.이를 통해 각각의 종속변수 별 회귀 분석에서 검토

한 사례의 수는 표 4-21에 제시하 다.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조직에 한 가치 몰입을 결정하

는 요인을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분석 결과,F 값은

190.633으로 유의미하며 수정된 결정계수는 54.2%로 도출되었다.분

석 결과 외재 보상 만족도와 직 과 MPS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

하지 않았다.외재 보상 만족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는 결과

는 가설(3)의 결과,즉 직무특성에 한 심리 지각을 통해 도출한

내재 보상으로서의 내재 업무 동기 지수가 외재 보상 만족도

와의 계에서 보다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인구 통계학 요인으로서 연령과 성별은

유의미하 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러나 인구 통계 요인 연령은 0.005로 타 변수에 비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 다. 한 조직몰입에 해 성별

과 직 은 부(-)의 효과를 보이는데 이는 여성인 경우, 한 상

직 인 경우 조직몰입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한편 조 변수는 정(+)의 값을 가지나 유의미 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F값은 57.953으로

유의미 하며 수정된 결정계수는 26.2%로 나타났다.변수 별로 살펴

보면,상사신뢰와 연령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

에 반해 외재 보상은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는데,그 크기에 있어서

내재 업무 동기 지수(MPS)보다 값이 크게 도출 되었다는 에서



91

이직 의도의 변동에 있어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조직몰

입도로서의 조직몰입도와 상반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재 보상

이 생 요인으로서 조직에 한 불만족을 감소시키는데 는 향을

미치지만,조직에 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기요인으로서는 작용하

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이직의도에 있어 각 변수의 부호 방향은 조직몰입 조

직생산성과 역의 계를 가지는바,이 한 조직의 몰입도를 측정하

는 변수로서 조직몰입,이직 의도,조직생산성에 한 추론에 함의

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이직의도에 있어 상사에 한 신뢰는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는데,실제 조직을 떠나려는 의지와 행

동으로서의 이직 의도에 있어,상사에 한 신뢰가 용되지 않는다

는 것은 rotation이나 상사의 자리 직 이동 등을 통해 가능하

다는 에서, 한 실제 이직이라는 행동을 유발하는데 있어서는 타

직종이나 직장으로의 이직 가능성 등,보다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

야 한다는 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상에 한 공정성 인식과 참여에 한 공정성 인식으로 구성

된 조직 신뢰의 경우 모든 종속변수에 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

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공정성에 한 인식이 보상과 연계 될

때,투입 산출의 변경 등 개인이 인지하는 불공정성에 한 감소

를 꾀한다는 에서 종업원의 태도 뿐 아니라 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에서(Adams,1963)기존의 연구결과에 부합한다.

그러나 분배 공정성과 차 공정성이 상호 간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이에 한 고려가 향후 연구에서 요구될 것이다.

개인의 심리 요인으로서의 성격은 한편,타 변수보다 이직의

도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데 이는 다른 조직몰입도의 하 변수를

분석한 모델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인다.이는 표 화된 회귀 계수의 값으로 추론되는데,실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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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정 인 경우 주변의 상황 환경이나 주어진 업무를 정

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에서 상된 결과로 보인다.

조직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F값은 163.672로 유의

미하게 도출되었고 수정된 결정계수는 50.4%로 해당 모델이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설명력이 도출되었다.

변수별로 살펴보았을 때,성격과 성별은 조직 생산성에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 는데 조직몰입도와 이직의도에서 해당 변

수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 던 것과 비교해 상반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조직의 생산성이 년과 비교해 증가하 는지,

비용을 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지,고객 만족도는 증가하

는지 등을 토 로 구성한 조직의 성과에 한 자기 평가에 있어서

태생 요인으로서의 성격이나 성별이라는 요인은 유의미하지 못하

다는 에서 조직의 몰입도 검증에 있어서 정서 ,심리 지각으

로서의 조직몰입도 만을 기 으로 성별의 향 요인을 살펴볼 경우

한계를 가질 우려가 있다는 을 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 생산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직 신뢰와 상사 신

뢰는 각각 0.285,0.322의 회귀 계수 값을 가지는데 이는 타 변수에

비해 종속 변수의 변동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직 신

뢰와 상사 신뢰에 한 조직의 노력과 의지가 조직 생산성의 제고

에 정 인 향을 미치리라는 에서 제도 노력이 강구될 것이

다.

모형의 합성에 해 알아보고자 모형에 한 회귀 진단을 하

고자 한다.13)회귀진단이란,회귀 분석에서 가정한 모형 데이터

의 특이성에 한 진단을 말하며 설명 변수 간의 공선성 진단

향력 있는 데이터의 검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회귀진단은

추정된 회귀 모형에 한 진단과 데이터에 한 진단으로 구분되는

13) ·양경  . (2009) SPSS PASW 귀 . 한나래 아 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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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모형 진단에서는 잔차 분석을 통한 오차항의 가정 검토,변수 변

환 등을 통한 한 회귀 모형의 선택 문제,설명 변수 간의 다

공선성을 검토하게 되며 데이터 진단에서는 이상 ,지 , 향

의 검출 문제를 다룬다.먼 오차항의 자기 상 성을 검증하기

해 각 모델 별 Durbin-Watson값을 본 결과,모두 1.771이상으로

으로서 2에 가까워 오차항 간에 독립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

다.

다 공선성의 경우 설명 변수들 간에 강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아야 하는 바,본 모형에 도입된 상호 작용 항의 경우 직 과 내

재 업무 동기 각각의 변수와 강한 상 계를 보이며 기 처치

를 하지 않은 상호 작용항을 포함한 회귀 분석 시 VIF값이 14을

넘었기에 해당 변수에 다 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고자 각 변수 별

찰치의 값에 찰치의 평균값을 감하여 새로운 상호 작용 항을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하 다.새로운 상호 작용 항을 포함한 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의 VIF값은 10을 넘지 않고 1∼2의 값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본 모형은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단된다.

종속 변수의 측값 한 잔차 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실제

찰된 종속 변수의 값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상치 극단치의

제거를 하여 표 화된 잔차가 ±3을 넘는 경우 최소 1회∼최 3

회의 과정을 통해 이를 제거하 다.

(1)가설 2의 검증:내재 업무 동기(MPS)가 조직몰입도에 미

치는 향

본 연구에서는 내재 업무 동기 지수(MPS)는 조직 몰입에 있

어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분석 결과

조 변수를 포함한 모든 모델에 있어서 내재 업무 동기는 유의미

하게 도출되었으며 조직몰입과 조직생산성의 변화에 정(+)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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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에는 부(-)의 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내재 업무 동기가 조직과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에 한 기술다양성,과업 정체성,과업 요성 자율성으로부터

구성되었다는 에 비추어 볼 때,조직과 구성원의 업무를 설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심리 지각과 자기 평가에 한 고려가 조직의 몰

입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

다.

(2)가설 3의 검증:내재 업무 유발 동기(MPS)와 외재 보상

의 비교

가설 3은 내재 업무 유발 동기 지수와 외재 보상 만족도의

계에 있어서 가치 몰입과 자기 평가로서의 내재 업무 유발 동기

가 외재 보상 만족도보다 정 인 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내용으

로 하고 있다.분석 결과,모든 모형에 있어서 내재 업무 동기는 외

재 보상 만족도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으며,조직몰입에 해서는

내재 업무 동기가 유의미한데 비해 외재 보상 만족도는 유의미하

게 도출되지 않았다는 에서,조직의 재정 부담을 제로 하고 있

는 단기 ,처방 차원에서의 외재 보상에 한 제도 개선에

서 더 나아가,내재 보상으로서의 업무 재설계,업무 확충이 요구된

다는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

(3)가설 4와 5의 검증:직 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가설 4는 직 에 따라 승진과 보수 등 외재 보상이 차별 으

로 주어지고 있다는 실의 조직 운 상태와,직 에 따른 업무의

차별 분담을 제로 하여 직 이 조직몰입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 다.분석 결과,모든 모형에서 직 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직몰입도에 있어서 부(-)의 향

을 미치고 있는바,직 이 올라갈수록 조직몰입도에 해 하 직

과 비교해 상 으로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던 t검정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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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 은 특히 조직 생산성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0.123의

값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데 조직 생산성에 한 평가가

자기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는 에서 오히려 상 직 일 수록 조직

성과에 해 부정 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와 이를 구성하는 차원

에 한 부가 인 분석이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 된다.

가설5는 내재 업무 동기가 종속 변수인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직 의 조 효과를 가정하 는데 상 직 의 경우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데 비해 하 직 은 서면 처리보다는 면

처리,기획 보다는 자료 수집과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러한 직 간 차이가 내재 업무 동기를 구성하는 직무특

성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설을 설정하 다.

조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조직몰입도와 이직의도에

있어서는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 으나 조직

생산성에 해서는 유의도 10% 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직 이 조직몰입도에 부(-)의 향을 미치나,직 과 내재

업무 동기를 고려한 상호작용항은 정(+)의 향을 미친다는 에서

내재 업무 동기가 조직 생산성에 미치는 향에 있어 직 이 유

의미한 조 효과를 보이며,상 직 일수록 내재 업무 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에서 앞서 내재 업무 동기

에 있어 하 직 이 상 직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던 t검정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실제 각각의 직무특성에 해

직 별로 t검정을 한 결과 기술 다양성 외에 과업 정체성,과업

요성,자율성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를 보 던 상 직

이,직 간 조 효과를 분석한 조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내

재 업무 동기에 있어서 하 직 보다 정 인 태도를 보 다는

은 이러한 분석 결과에 한 부가 인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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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채택 여부

[가설1]직 은 직무특성의 지각에 차별 인 향을 미친다.

[가설 1-1]직 에 따라 기능 다양성 측면에서 차별 인 차이가 존재한다. 기각

[가설 1-2]직 에 따라 과업 정체성 측면에서 차별 인 차이가 존재한다. 기각 못함

[가설 1-3]직 에 따라 과업 요성 측면에서 차별 인 차이가 존재한다. 기각 못함

[가설 1-4]직 에 따라 자율성 측면에서 차별 인 차이가 존재한다. 기각 못함

[가설 1-5]직 에 따라 환류 측면에서 차별 인 차이가 존재한다. 검증불가

[가설 2]내재 업무 동기 지수(MPS)는 조직 몰입도에 있어 유의미한 향

을 미칠 것이다.
기각 못함

[가설3]내재 업무 동기 지수(MPS)는 외재 보상 만족도보다 조직몰입도

에 있어 더 큰,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못함

[가설4]직 은 조직몰입도에 있어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못함

[가설5]조직몰입도와 내재 업무 동기(MPS)의 계에 있어 직 은 조 변

수로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못함

(조직 생산성)

표 4-23.가설의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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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 연구 결과의 요약 정책 시사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제고하기 한 제도 방안으로서 그간

성과 ,승진 등 외재 동기 부여의 요소가 시되어왔다.그러나

Deci(1971)는 내재 보상이 주어진 상태에서 외 보상이 주어지면

내 동기가 오히려 감소하게 되며 외 동기가 유발되어 있더라도

향후 외 보상이 제거될 경우 내 동기가 처럼 증가하지 않

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그러나 외재 보상은 조직원의 성

과와 태도를 단기 으로,가시 으로 환시키기에 용이한 도구로

여겨져 왔으며 측정 시행의 용이성으로 인해 내재 동기에

한 연구는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내재 동기에 한 측정은 특히 경 학의 측면에서 주

목되었는데 이미 Porter& Lawler(1969)가 처음으로 기존의 기 이

론,공정성 이론 외에 보상을 개인 자신에 의해 리되는 내재 보

상과 조직에 의해 리되는 외재 보상으로 구분하 다는 에서

그 논의가 오래 부터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재 보상의 요

성과 의의는 최근에야 재조명되고 있다.

Pink(2010)은 이러한 내재 동기의 부여에 해 주목하면서,

속한 환경 변화 하에서 창의성을 발휘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내재

동기의 요성을 주장하 다.본 연구는 이러한 에서 공익과

직업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내재 동기의

존재 여부와 공무원의 성과 태도 측정에 있어 이러한 내재 동

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 보상과 동기가 추상 으로 정의되어 있다

는 에서,이를 측정하기 한 도구로서 Hackman& Oldham의 직

무특성이론을 차용하여 이를 검증하 다.즉,기술 다양성,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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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자율성,과업 정체성의 특성이 내재 동기를 불러일으킨다고

가정하 으며,이러한 업무 특성으로부터 생되는 내재 동기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MPS(MotivatingPotentialScore)을 사

용하 다. 한 사기업과 구분되는 정부 조직의 특성으로서,직 에

의해 구분되는 료제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직 에 따른 업무

특성,요구되는 자질의 차이가 내재 동기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조 효과를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Ansoff,1965;

Simon,1977;Lipsky,1978;유훈,1990재인용)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의 분석 결과,내재 업무 동기로서의 MPS는 조직몰입,

이직의도,조직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 있어 모두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한 표 화된 회귀 계수 값의 비교에 있어서

외재 보상의 만족도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다는 에서 내재

업무 동기는 조직몰입도에 외재 보상보다 더욱 요한 향을 미

치는 변수로 여겨진다.

직 역시 조직몰입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도출되

었으며 상 직 보다 하 직 이 각각의 조직몰입도의 인식에 있

어 정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재 업무 동기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직 의

조 변수로서의 역할을 조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조직

몰입과 이직 의도에 있어서는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

하지 못하고 있으나 알 값 0.1하에서 조직 생산성에 있어서는 직

이 조 변수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즉,상

직 이 보이는 높은 내재 업무 동기가 조직 생산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직무특성을 통해 측정한 내재 업무 동기

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기존에 승진,성과 ,조직 구조의 개편 등

제도 ·외재 보상을 통한 동기 부여보다 오히려 직무특성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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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에서 생되는 내재 업무 동기의 부여를 통한 조직몰입도의

제고가 보다 효과 임을 증명한다.특히 상 직 일수록 내재 업

무 동기가 증가하 다는 은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과 리 · 략

의사 결정,장기 이며 차가 불명확한 비정형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상 직 에 있어서 내재 업무 동기의 고취가 조직의

생산성 제고에 있어 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직무 특성을 통한 내재 업무 동기의 고취가 실질 인

조직에 한 가치 몰입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해서는

직무 특성을 고려한 직무의 설계가 요구된다.즉,업무의 기술 다양

성,업무의 요성,업무의 정체성 자율성의 부여를 통한 내재

업무 동기의 고취가 조직의 잠재 생산성으로서의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기존의 외재 보상만을 고려한 동기 부여에

서 더 나아가,개인의 성격 ,인구 통계 ,조직의 환경 특성을

고려한 직무 설계가 필요하다.외재 보상으로서의 성과 ,승진

등이 업무 수행의 주체로서의 공무원을 객체화 하는데 반하여,이러

한 업무 설계를 통한 내재 동기 부여는 업무의 주체로서 근로자

의 역할을 인정하기에 직무의 수행에 있어 능동 인 행동을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 업무 동기의 요성에도 불구하고,직무

의 성취와 유능함의 가로서 여와 승진 등의 외재 보상은 여

히 요하다는 ,직무의 변동이 일어날 때 마다 개인 특성을

고려한 직무의 설계와 리가 실질 으로 어렵다는 그리고 내재

보상과 외재 보상 간의 구축효과(Crowding-outeffect)를 고려

한 채용과 보상 리의 어려움 등은 여 히 인사 리자로 하여

직무 특성을 고려한 내재 동기의 부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Giancola,2011).따라서 직무 설계의 요성에 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이의 실 한계를 고려한 직무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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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 결과의 한계

본 연구는 개인 차원의 조직 행동으로서 내재 업무 동기가 조

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 있다.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특성이론을 차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내용 측면에서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첫째,Hackman& Oldham

의 직무특성이론의 경우,그에 해당하는 설문지를 통해 직무특성을

측정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앙부처 소속 공무원

의 업무와 조직 리에 한 태도를 조사한 설문지에 기 하여 직

무특성의 요소를 밝히고 있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와의 비교 분석

에 있어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요인 분석 결과로 인해

설문지에 환류에 한 문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MPS의 측정

지수 활용하지 못하 다는 에서 기존의 MPS지수와의 일 일

응 계를 고려한 분석은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성격의 경우,Friddman& Rosemnman(1974)은 성취에

한 욕망이 크며 완 주의 인 성향인 A타입과 매사에 느 하고 여

유를 즐기며 참을성이 많은 B타입으로 구분하 으며 그 외에도 자

기가 자기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믿는 내재론자와 운명에 순응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규정한 외재론자로 구분하고 있다.이러한 성격 유

형에 한 구분은 성장 욕구의 개인별 차이에 기 하고 있으며,

기존의 직무특성이론에 한 선행 연구에서 조 변수로 다루었던

성장 욕구의 차이 한 조직몰입도에 유효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에서 오로지 자신에 한 정 태도로서 성격을 규정한 변수의

구성은 한계를 가질 것이다.

셋째,연구에서는 조직 신뢰의 구성요소로서 보상에 한 공정

성과 차(참여)에 한 공정성을 정의하 다.한편 Adams(1963)에

따르면 차 공정성이 불공정하고 분배 공정성이 공정한 경우 향후

불공성에 한 을 가지게 된다는 , 차가 공 한데 반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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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불공정한 경우 분배 불공정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게 되어 개

인의 성과를 높이게 된다는 ,분배 공정성과 차 공정성이 모두

없는 경우 차의 불공정성이 분배의 불공정성으로 이어졌다 생각

하기에 차의 공정성 제고를 요구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에서 각각의 공정성에 한 측정과 이의 효과에 한 검증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질 것이다.

넷째,직 간의 직무특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하 직 이 정

형 의사결정이 업무의 주를 이룬다는 ,규정과 법 등 의사 결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 확실성하의 의사 결정을 구사하며 업무

의사결정으로서 의사 결정의 내용이 더욱 구체화된 상황 하에서 업

무를 수행한다는 , 면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며 창의 인 업

무 자질보다는 개념 이고 구체 인 업무 상황과 자질이 요구된다

는 등 업무의 특성에 있어 상 직 과의 차이를 보인다는 을

고려할 때 단순한 직 비교를 통한 결과로서 하 직 이 조직몰

입도에 있어서 상 직 보다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

을 내리기 어렵다는 에서 각각의 직 이 요구하는 달성 목표와

자질,직무특성에 한 검토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 간 직무특성의 차이를 고려했다기보

다는,각각의 직무특성이 “내재 업무 동기”를 야기한다는 가정 하

에서 내재 동기를 측정하기 한 수단으로서 직무특성을 고려하

다는 에서 한계를 가진다.즉,직 간 직무특성의 차이를 완벽

히 통제하지 못하 다는 과 더불어 내재 업무 동기가 이러한

직무특성을 고려한 산술 공식으로부터 산출되는가에 해서,학자

의 주장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다.

다섯째,연령이 많을수록 조직몰입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거나,여성의 경우 조직몰입 등의 조직몰입도에 있어 남성보다 낮은

태도를 보인다는 은 비단 그러한 인구 통계 변수에 의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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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어떠한 구조 ,제도 ,문화 특성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에 한 문헌 검토와 실질 조사를 통한 한계 보완이 요구

될 것이다.

여섯째,종속변수로서 각각의 조직몰입도는 개인의 행동을 유발

하는 태도 변수로서 이러한 태도 변수가 곧 조직의 성과를

으로 설명한다 볼 수 없을 것이다.특히 조직몰입의 경우 조직에

한 가치 헌신으로서 이러한 가치 헌신이 오히려 조직이 변화

를 꺼리게 하고 상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조직 생산성의

하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조직 생산성의 경우,개인 단에 근거함으로써 객 인 조직

생산성의 검증에 있어 측정상의 한계를 가지기에 이에 한 보완이

요구될 것이다.

방법론 측면에서 조 회귀 분석은 통계 검정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튼튼한 이론 기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에서 조

효과가 검증되지 못하는 이유가 조 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이 아니라 통계 검정력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구체 으로

는 총 표본의 크기,조 변수에 기 한 하 집단 간의 불균등한

표본 크기, 측 변수의 범 제한,오차 분산의 이질성,변수들의

측정오차, 측 변수간의 상호 련성,척도의 조악성 제 요인들

의 상호 작용 효과가 독립 으로,혹은 상호 작용하여 검정력을 감

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 지 되고 있다.이러한 한계의 보완을

해 표본크기의 증 ,통계 보정치의 사용 혹은 구조 방정식 모

형의 이용 등을 통한 상호 작용 분석이 방법론 측면의 한계에

한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한인수,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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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cificRelationshipbetween

IntrinsicWorkMotivation

andOrganizationalCommitment

-FocusingonEmployeesintheCentralGovernment-

Hee-youngPARK

Dept.ofPublic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eresearchistoidentifythedeterminantsof

motivation and test a theoreticalderived modelof specific

relationshipbetweenintrinsicworkmotivationandorganizational

commitmentinpublicsector.Thisstudyespeciallyexaminedthe

mediatingroleofclassinrelationstointrinsicworkmotivation

and argued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workers

lower middle class and upper middle class in the central

government.

Asafirststeptowardimprovingthissituation,Theconceptual

modelofHackman & Oldham's job characteristics has been

adoptedtomotivateemployees'organizationalcommitmen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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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First,Iexplorethetheoreticaldimensionandderive

a taxonomy of measure and examine the intrinsic work

motivationandorganizationalcommitment.Second,Idraw from

theliteratureanddevelopthemodelwiththedatafrom the2011

surveyonperceptionofthecentralgovernmentemployees.More

specifically,itwashypothesizedthatorganizationalcommitment

isprimarilydeterminedbyintrinsicworkmotivation.

MotivatingPotentialScore(MPS)wasmeasuredbyskillvariety,

task identity,task significance,autonomy asa intrinsicwork

motivation.Organizationaltrustwasmeasured by reward and

allocation justice. Gender,age,personality,leadership and

extrinsicrewardsatisfactionwereexaminedasthepersonaland

organizationalfactors.

Theresultsofamoderatedmultipleregressionanalysesindicate

thatthepostulatedmodelfitswelltothedata.

First,Organizationalcommitmentandotherdependentvariables

werepositively andsignificantlyassociatedwithintrinsicwork

motivation and extrinsic reward satisfaction.Asin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d compare to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intrinsicworkmotivationwasmoreinfluentialvariable

ofextrinsicrewardsatisfaction.

Second,In relation toorganizationalcommitmentandturnover,

themediatingroleofclasswasinsignificant.Butinrelationto

organizationalproductivity,classcompletelymediatedata=0.1and

positivelyassociatedwithintrinsicwork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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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ary incentives in orderto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commitmenthas been widely accepted by the

compensation andHR managers.Butnowadays,Non-monetary

incentiveprogramshasbeengainingnoticerecentlyinorderto

not only increase creativity but also benefit employees by

increasingtheirintrinsicmotivationthroughwork.Thusthejob

designwhichisrelatedtomanageemployee'sjobcharacteristics

hastobeconsideredtomotivateworkersinpublicsector.

However,such programs should be received by employees

depending on employees'perceptions related to organizational

trust,leadership,extrinsicrewardandtheirpersonalfactors.

keyword:Organizationalcommitment,Intrinsicwork motivation,

MPS(Motivating PotentialScore),Extrinsic rewards,Hackman

and Oldham's job characteristic theory,Moderated Multiple

Regression(MMR)

StudentNumber:2009-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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