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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기업 종사자의 동기특성과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책수행을 정부로부터 재위임 받은 공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는 정부의 그것보다 더욱 어렵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떠나서라도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 각종 부정부
패에 따른 사건사고는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경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사전 유인책
과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한 사후 통제 수단 등을 운용하고 있
다. 그러나, 공기업 종사자의 비윤리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공기업의 비윤리적 문제 발생에 대한 근본
적인 원인과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기업의 윤리문제에 대한 근본원인을 공기
업 종사자 각 개인의 미시적 심리상태에서 찾고자 하였다. 즉, 공기업 종
사자 각 개인의 업무수행동기가 윤리의식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보다 세부적
으로는 모집단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직 정규직원으로 하여 총 226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공공서비스 동기를 ‘공익몰입’․
‘희생정신’․‘동정심’이라는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하고, 내재적 동기
를 ‘성취감’과 ‘일 자체의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외재적
동기를 ‘보수의 가치 인식’과 ‘인정에 대한 기대’라는 두 가지 하위차원으
로 구성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으로 설정하였으며 ‘직무윤리의식’과 ‘청렴윤리의식’이라는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여 각 독립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기업 종사자에게는 공공서비스가 동기가 가장 우월하고
그 다음으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윤리의식과의 상관관계는 공공서비스 동기와 윤리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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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차원간의 상관관계
는 공익몰입․성취감․인정에 대한 기대가 직무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고, 공익몰입․인정에 대한 기대가 청렴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울러, 통제변수 가운데 하나인 포상경험 또한 청
렴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공공서비스 동기의 개념을 활용하여
공기업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인재상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공공
서비스 동기의 개념과 측정도구를 공기업 채용절차부터 교육․훈련 프로
그램 및 리더의 동기부여 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 활용해야 한다. 채용
단계에서는 인․적성 검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동기 수준이 높은 지원자
를 선별하고, 직원 교육 및 훈련단계에서는 공익수행자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리더들의 공공서
비스 동기부여 노력이 지속된다면 공기업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수준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기업 종사자의 내재적 동기 수준이 낮은 만큼, 업무만족으로
부터 비롯되는 생산성 증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기업 종사자들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내적 만족
감은 정부와 국민의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만큼, 공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인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공기업 평가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포상제도를 윤리적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적극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과 같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해당자를 징계처분 하기 보다는,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려는 기대심리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활발한 포상
이 이루어 진다면, 조직 구성원의 비윤리적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주요어 : 공기업, 공공서비스동기, 직무동기, 윤리의식
학 번 : 2013-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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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1976년 젠센(M. Jensen)과 메클링(W. Meckling)에 의해 제기된 주인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국민과 정부의 관계 또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
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주인에 비해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조직구
성원은 조직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개인의 목적 또한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는 인센티
브 제공과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정부
-공기업의 관계는 주인-대리인-복대리인의 삼면관계이기 때문에 국민정부의 관계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강구가 어
렵고 복대리인(공기업) 개인의 목적은 대리인 개인의 목적보다 더 커지
기 마련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김준기,
2013).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심화되어 조직구성원이 사적 목적
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심화된다면, 이는 그 조직의 부정부패와 같은 비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의 윤리문제는 굳이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떠나서라도, 실제 정부정책과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렴도
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정부경영평가에 관련 지표를 설정하여 인센티브
라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와 같은 사후적
통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
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종사자의 비윤리적 행태가 지속적으
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공기업의 윤리적 문제
- 1 -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대한 연구는, 공기업의 윤리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구성하
는 하위개념과 실체에 대한 연구와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기업 종사자와 유사하
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윤리
의식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다양하고 활발한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라
고 하겠다.
공직자 윤리의식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는 윤리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을 크게 제도적 요인(업무처리기준, 재량권 등), 조직적 요인(보상, 처벌
등), 환경적 요인(사회풍토, 정치적 문화 등)으로 구분한 것도 있다(김정
희, 2013). 그러나, 윤리의식은 어디까지나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내면적
인 심리상태이므로 이와 동일한 차원에서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
리적 요인들을 연구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조직구성원 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도
와 보상 체계 그리고 사회풍토 등을 윤리의식의 영향요인으로 보는 것보
다, 개인 내부의 어떠한 심리적 요인이 윤리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
은 공기업의 윤리문제에 대한 근본원인을 공기업 종사자 각 개인의 미시
적 심리상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직무만족, 조직
몰입, 직무동기 등을 가정할 수 있겠으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유발되는 직무태도인데 반해, 동기는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원초적인 심리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가운데 동기유형을 원인변수로 하여 연구함으로
써 공기업 종사자의 심리적 측면을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동기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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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이러한 연구가 갖는 의의는 바로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가장 기초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윤리의식과 동기유형별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윤리적 인재상을 구체화 할 수 있다. 구체화된 인재상은 공
공기관 채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적성검사와 인성검사에 중점을 두어야
할 직업선택 동기와 윤리성 검증항목을 설계하는데 참고 될 수 있으며,
면접관의 필수 질문항목 등을 구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현재 각 공기업에서 조직차원의 윤리경영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교육 방향을 개선․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원
의 윤리의식에 초점을 두고, 공기업 종사자의 직업윤리를 구성하는 하위
윤리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을 보이는 하위윤리를 진단함으로
써, 개인차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공기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각
개인의 업무수행 동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으므로, 공기업 종사자들의
동기특성 분석을 통해 이 시대에 공기업 리더들이 직원들에게 부여해야
할 동기와 제공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포상과 징계가 윤리의식에 미치는 유효성을 분석함으로
써, 이른 바 당근과 채찍이 과연 윤리의식 강화에도 효과적인지를 살펴
볼 수 있다. 과연 보상과 처벌 가운데 어떤 것이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와,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는 포상과 징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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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공기업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각 동기유형들이 윤리의식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공기업 종사자의 신분은 공무
원은 아니지만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고
수익성과 더불어 공공성을 추구하므로, 공기업 종사자 또한 일정부분 국
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정책집행을 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건전한 윤리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공기
업 종사자 각 개인이 건전한 윤리의식을 확고히 갖추기 위해선, 과연 어
떠한 동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본 연
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둘째, 공기업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수행 동기와 윤리의식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 종사자들은 과연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공서비스 동기와,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로 그 유형을 분류하여 그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공기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윤리의식을 공익담당자로서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자각하고 있는 직
무윤리의식과, 조직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행위규범을 준수하고 부정부
패 하지 아니할 소극적 의무를 인식하고 있는 청렴윤리의식으로 구분하
여 어떠한 윤리적 가치가 우월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공기업 종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부여해야 하거나
강화시켜야 할 동기와 윤리의식의 유형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공기업 종사자들의
채용과 보상체계, 윤리교육 및 평가 그리고 정부의 통제․감독상의 문제
점을 진단하여,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공기업 경영과 정책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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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공간적․시간적 연구범위는 국내 공
기업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종사자들
이다. 분석대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종사자들로 한정한 것은, 조직규모
측면에서 국내 공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규모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 연구자의 소속 기관으로써 설문지법을 통한 조사 수행에 협조를 받기
가 용이하고 다른 기관 종사자들 보다 설문에 충실히 답변할 것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내용적 연구범위로는 첫째, 기존의 공무원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윤리의식의 개념을 활용하기로 한다. 공기업 종사자로
한정된 윤리의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였고, 실제 우리 사회가 공기
업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윤리수준은 민간영역의 그것보다는 공무원에 가
깝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 윤리에 대한 개념을 차용하더라도, 윤리의 개념을 청렴
윤리에 한정하지 않고, 공익 실현과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보다 적극적
인 윤리로 까지 확장한 선행연구 내용을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공기업 종사자들의 동기유형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되는 직무동기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민간부문 종사자들보다 상대
적으로 높게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공공서비스 동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동기유형과 각 동기유형의 하위 차원들이 윤리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공기업 종사자의 동기특성이 윤리의식 수준에 어떠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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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
하였다. 지금까지 공직자 윤리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있으나, 동기유형 또는 동기특성이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자 윤리의식에 대한 개념이 주
로 청렴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윤리의식에 대한 범위 설정들도 다
양하고 불분명하다. 따라서, 동기라는 심리적 요인이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심리학 및 조직행태론 관련 문헌과 공공서비스 동기를 포
함한 동기부여이론 관련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동기유형을 구분하고
그 하부요인들을 구성한다.
둘째, 윤리의식에 대한 범위를 청렴의식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확장
하는 한편, 민간의 직업윤리의식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공직윤리 및
직업윤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비교 검토하여 조작적 정의를 한다.
셋째, 구분된 동기유형이 윤리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라
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실시하
도록 한다.
넷째, 통제변수 가운데 징계경험과 포상경험을 윤리의식 수준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통제요인으로 가정하고, 윤리의식 수준간의 관계를 분
석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 변수의 측정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실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한다. 다만, 선행연구가
부족한 공기업 종사자들의 윤리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국내
공무원 윤리의식 수준을 측정한 기존 문항 등을 사용하되, 윤리의 개념
을 청렴윤리에 한정하지 않은 선행연구를 활용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1장은 서론으로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으
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써 공공서비스 동기와 내재적․외재적 직무
동기에 대한 개념과 관련 논의를 소개하고, 이러한 동기유형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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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것으로 가정한 윤리의식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와 관련된 선행연
구를 검토한다.
제3장은 연구설계로써 변수를 확정하여 조작적 정의를 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설계하는 한편 측정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제4장은 실증적 분석으로써 윤리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 공기업 종사자의 동기유형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제3의 요인
으로서 종사자 각 개인별 징계와 포상 경험이 윤리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3장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분석내
용을 바탕으로 공기업 정책 및 경영에 대한 제언과 함께, 연구결과의 한
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개관하는 체계도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체계
동기 및 윤리의식에 대한 문헌자료 탐색 및 수집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변수 및 가설 설정
측정도구 개발 및 측정
실증분석
빈도분석

타당도․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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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공공서비스 동기에 대한 고찰
1. 공공서비스 동기의 개념
공공서비스 동기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속성 때문에 시장
경쟁 원리를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목표는 일반 기
업이 갖는 이윤추구라는 명확한 조직 목표와는 달리 공공성 또는 공익추
구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 설정이 어려워 당초 공공성 추구라는 목
표를 조직내부의 목표로 재정의 하게 된다.(김준기, 2013). 따라서, 합리
성에 기반을 둔 일반적인 동기이론을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사관리에 활
용하는 것은 그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차별성이 나타나게 된 연구로서, Rainey(1982)
는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을 중심으로 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 대
한 기존의 비교연구가, 조직의 크기․업무의 종류․소득수준 등과 같은
변수를 간과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정교한 비교연구를 위해 공공조직
이 가지는 동기특성으로 ‘의미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
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타적 동기’를 추가하여 비교연구를 실시
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미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동기는 민
간과 큰 차이를 보인 반면, 타인을 도우려는 이타적 동기는 커다란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재적 동기요인으로써 보상 또한 중요하다
는 결과를 얻었다.
Rainey(1982)의 연구 이후에 공공서비스 동기의 개념을 처음으로 구
체화 시킨 것은 Perry & Wise(1990)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 동기란 공공기관이나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혹은 고유하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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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기에 부응하려는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정의된다(김상묵,
2003 재인용). 이후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연구들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가 이루어 졌다.
Brewer & Selden(1998)은 공공서비스의 개념이 공공영역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공공영역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공공서비스
동기를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의미있는 공공봉사를 수행하
려는 동기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한 개념 정리로 Rainey & Stcinbauer(1999)는 지역공동체,
국민, 국가 및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기가 공공서
비스 동기이고 이러한 동기는 보다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방법을 통해 공익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동기를 포함한다고 하였다.(임주연, 2006 재인용).
Vandenabeele(2007)는 Perry & Wise(1990)의 정의가 미국적 맥락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국가에서는 개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서비스 동기를
사적인 이해와 조직의 의해를 넘어서 보다 큰 정치적 객체에 관심을 가
지고 적절히 적당한 시점에 행동하도록 개인을 동기부여 시키는 믿음,
가치 및 태도라고 정의 하였다(이혜윤, 2013 재인용).
지금까지 살펴본 공공서비스 동기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학자별 공공서비스 동기 개념
학 자

공공서비스 동기의 개념

Perry & Wise
(1990)

공공조직에서 우선적으로 혹은 고유하게
나타나는 동기에 부응하려는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

Brewer & Selden
(1998)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의미있는
공공봉사를 수행하려는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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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학자별 공공서비스 동기 개념
학 자

공공서비스 동기의 개념

지역공동체․국민․국가 및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기
Rainey & Stcinbauer (보다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방법을 통해 공익 증진을 위하여
(1999)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동기를 포함)

Vandevabeele
(2007)

사적인 이해와 조직의 의해를 넘어서 보다 큰
정치적 객체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적당한
시점에 행동하도록 개인을 동기부여 시키는
믿음․가치 및 태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종합하여 공공서비스 동기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고유한 동기로서, 공익 증진에 참여
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헌신적이며 이타적인 동기”라고 정의하기
로 한다.

2. 공공서비스 동기의 구성요인
(1) Perry & Wise(1990)의 관점
공공서비스 동기의 개념을 체계화한 Perry & Wise(1990)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동기는 세 가지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본 하위요인 구
분은 공공서비스 동기 연구자들에 의해 대표적으로 인용되어 왔다.
Perry & Wise(1990)는 합리적, 규범적, 정서적 차원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공공서비스 동기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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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합리적 차원은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도(Attraction to
policy making : APM)를 나타낸다. 이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가 항
상 이타적이거나 자기희생적인 것은 아니며, 공공부문 종사자 또한 합리
성을 추구하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의미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지와 공익 향상이라는
기대를 제공받아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공공정책과 개인의
정체성을 동일시하여 공공정책에 몰입할 수 있고,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
을 지지함으로써 사회적 대표성을 표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형
성과정에 참여, 공공정책과 개인의 정체성 동일시, 특정 이해관계 지지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익 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만, 동시에 자아실현과 같은 개인적 효용으로 전환되어 공공부문 종사자
들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근주, 2005 ; 임주연, 2006).
두 번째, 규범적 차원은 공익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공익에 대한 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 CPI)이다. 이에 따르
면, 공공부문 종사자는 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 차원에서 즉, 공익에 봉
사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무, 정부에 대한 충성, 사회적 형평성 추구와 같
은 사회적인 의무로써,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Downs(1967)에
따르면 공익을 수행하려는 욕구는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것으로, 공익의
추구가 개인의 이익과 일치하는 경우일지라도 이타적인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다수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노력은, 공무원 자신이 그 다수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떠나 본
질적으로는 이타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근주, 2005). 이
와 같은 규범적 차원의 공익에 대한 몰입은, 다른 차원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이타적인 동기라는 점에서 합리적 차원과 다르며, 의무로써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차원과는 구분된다.
세 번째, 정서적 차원은 동정(Compassion : COM)과 자기희생
(Self-Sacrifice : SS)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정책과 개인의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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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하여 합리적 차원에서 공공정책에 몰입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정책에 헌신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만을 가지고 몰입
할 수 도 있다. 후자의 이러한 동기를 동정(COM)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선의의 애국심을 가지고 선행에 대해 지지하거나 정책의 사회적 가
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이근
주, 2005). 자기희생(SS)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대급부로 얻게 되는
무형의 보상에 해당되며, 공공부문 종사자는 이러한 무형의 보상을 얻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Mercy(1971)에 따르
면 경제적 보상이 아닌 무형의 보상을 얻기 위해 희생을 하려는 의지를
자기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정서적 차원의 공공서비스 동기 하
위요소들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호 배타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이러한 욕구들에 의
해서만 동기부여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차원으로서의
정책호감도와 규범적 차원으로서의 공익몰입, 정서적 차원으로서의 동정
과 자기희생은 모두 개념적으로 구분 가능하며 각 차원마다 본질적인 특
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동기의 하위요인 구분 기준을 체계화
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Kim & Vandenabeele(2010)의 관점
Kim & Vandenabeele(2010)의 공공서비스 동기 하위차원은 Perry &
Wise(1990)와 차이를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합리적 차원의 공공
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도(APM)는 공공서비스 동기와의 관계가 모호하
다고 보는 점이다(이혜윤, 2013). 공공봉사 동기는 자신의 사적 이해를
넘어서 이타주의적 동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 보다는 사
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합리적 동기는 이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음으로, Perry & Wise(1990)가 제시한 규범적 동기와 정서적 동기의 구
분이 모호하다고 한다. 정서적 차원의 동정과 자기희생은 이타주의를 바
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차원의 공익몰입과 유사점이 있고,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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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동기가 규범적 차원의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Kim & Vandenabeele(2010)는 공공서비스 동기의 하위요소를 수단적 동
기, 가치기반적 동기, 동일시 동기, 자기희생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수단적 동기는 공공참여에 대한 매력(Attraction to public
participation : APP)이다. 이는 공공영역에서 일하고, 정책형성과정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 특정 공공정책이나 프로
그램을 요구하는 활동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이
혜윤, 2013). 즉, 공공영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공공조직에 종사함
으로써 충족시킨다는 것이며, 이러한 공공부문에서의 종사는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치기반적 동기는 공공가치에 대한 몰입(Commitment to
public value : CPV)이다. 공익, 사회적 반응, 민주주의,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 사회정의, 중립성, 책무성 등과 같은 공공가치가 내재화된 개인
은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할 때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
다.(이혜윤, 2013)
세 번째, 동일시 동기는 동정심(Compassion : COM)이다. Perry &
Wise(1990)가 제시한 정서적 차원의 동정은 선의의 애국심을 가지고 선
행에 대해 지지하거나 정책의 사회적 가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공공정책에 헌신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라고 한
다면, Kim & Vandenabeele(2010)가 말하는 동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대상과 관련이 있다. 공공서비스의 대상, 곧 봉사의 대상이 되는 사
람과의 정서적 유대 및 동일시를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자기희생(Self-sacrifice : SS)이다. 이는 공공서비스 동기의
근간으로 수단적 동기, 가치기반적 동기, 동일시 동기 저변에 깔린 기본
적인 바탕이 된다. 공공영역에서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타인에게 봉사하
려는 의지와 자신의 사적 이익을 다소 희생하려는 의지가 기본적으로 필
요하기 때문이다.

(3) 공공서비스 동기 하위요인에 대한 관점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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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Vandenabeele(2010)가 제시한 공공서비스동기의 하위요인 구
분은 Perry & Wise(1990)의 하위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보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
본적으로 Perry & Wise(1990)의 하위요인을 따르고자 한다.
첫 번째, Kim & Vandenabeele(2010)의 공공참여에 대한 매력, 공공
가치에 대한 몰입, 동정심은 결과적으로 자기희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
다. 즉, 다른 공공서비스 동기를 충족시키려는 행위들로 인해 자신의 이
익을 일정부분 기꺼이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기희생을 공공서
비스 동기의 근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희생을 공공
참여에 대한 매력, 가치기반적 동기, 동일시 동기와 같은 차원에서 구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Perry & Wise(1990)의 하위요
소 구분기준에 따라 동정과 자기희생을 정서적 차원으로 묶어 다른 하위
요인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두 번째, Perry & Wise(1990)는 공공서비스 동기를 조직사회학 측면에
서 바라보는 반면, Kim & Vandenabeele(2010)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에서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척도가 한국적 맥락에 맞지 않아, 새로운
척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동기의 하위요소를 제시한 것이다
(이혜윤, 2013). 이것은 당초 Perry & Wise(1990)의 정의가 미국적 맥락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국가에서는 개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를 포
괄할 수 있는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본 Vandevabeele(2007)의 입장과는
오히려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Kim & Vandenabeele(2010)의 역
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동기의 개념은 국가뿐만 아니
라 각 공공조직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하위요
소를 제시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Kim & Vandenabeele(2010)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사회적
의무로써 규범을 준수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간
과하였다. 물론 Perry & Wise(1990)의 규범적 차원에서 공익몰입은 이
타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로써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도 이타성은 유지된다는 의미이며 이타성 보다는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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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규범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하위 개념이 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Perry & Wise(1990)
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동기 하위요인을 따르기로 한다. 다만, 합리적 차
원의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도(APM)는 단순히 사회문제와 정부정
책에 대한 호기심 또는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될 뿐,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
공하려는 의지로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후 Perry(2008)
의 연구에서는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도(APM)를 제외하고 공공서
비스 동기를 측정하였으며,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도(APM)는 공공
서비스 동기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김서용․조
성수․박병주,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rry & Wise(1990)의 공공
서비스 동기 하위요소 가운데 합리적 차원의 하위요소는 배제하고 공공
서비스 동기를 측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Perry & Wise(1990)와 Kim & Vandenabeele(2010)의 논
의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Perry & Wise(1990)와 Kim & Vandenabeele(2010)의 논의 비교
Perry & Wise(1990)

Kim & Vandenabeele(2010)

합리적
차 원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도
(APM)

수단적
동 기

공공참여에 대한
매력
(APP)

규범적
차 원

공익에 대한 몰입
(CPI)

가치기반적
동 기

공공가치에 대한
몰입
(CPV)

동정
(COM)

동일시
동 기

동정심
(COM)

정서적
차 원

자기희생
(SS)

자기희생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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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서비스 동기에 대한 선행연구
공공서비스 동기의 개념을 체계화 한 Perry & Wise(1990)는 공공서
비스 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
여 측정한 결과, 공공서비스 동기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공공서비스가 어떠한
결과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Crewson(1995)은 공공서비스 동기와 조직몰입에 대해 연구한 결과, 경제
적 보상을 선호하는 공무원보다는 공공봉사를 더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조직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Brewer & Selden(1998)
은 공공서비스 동기와 내부고발(Whistling-blowing)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내부 고발자들은 공공서비스 동기가 높으며 공익에 대한 관심과 직
무 만족도와 몰입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aff & Crum(1999)은
미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동기와 이직경향, 직무만
족, 업무성과 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공공서비스 동기가 높을수록
이직경향이 낮고 직무만족과 업무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Brewer & Selden,
2000), 공공서비스 동기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프랑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Castaing(2006)의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에서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동기의 유효성과 관련
된 실증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졌다. 김상묵(2003)은 공공서비스
동기가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국내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서 공공
서비스 동기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조태준·윤수재(2009)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공
서비스 동기가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혜윤
(2013)의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동기가 항상 결과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 Gabris & Simo(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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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조직, 민간조직, 비영리조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동기요인을 분
석한 결과, 공공서비스 동기는 존재할 수 있으나 이 세 조직간의 공공서
비스 동기 차이는 매우 작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Alonso & Lewis(2000)
는 공공서비스 동기와 조직성과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명백하지 않으
며,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예측되는 경우에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높은 성과를 낸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한다정, 2012에서 재인용).
이상의 공공서비스 동기와 관련된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공공서비스 동기 관련 결과변수
연 구 자

결과변수

Perry & Wise(1990)

직무만족, 조직몰입

Crewson(1995)

조직몰입

Brewer & Selden(1998) 내부고발, 성취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Brewer & Selden(2000) 조직성과
Naff & Crum(1999)

이직경향, 직무만족, 업무성과

Castaing(2006)

조직몰입

김상묵(2003)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조태준·윤수재(2009)

조직성과

이혜윤(2013)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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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직무동기에 대한 고찰
1. 직무동기의 개념
일반적으로 동기(motive)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
키게 하는 계기로 해석되며, 움직인다는 의미의 라틴어 movere에서 유
래되었다고 한다. 또한, 혼동되어 쓰여지는 motivation은 엄밀한 의미에
서 개인의 행동이 실제로 작동되도록 유도내지 기도하는 과정으로서의
동기부여(motiva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기(motive)와는 구분되는 개
념이다(이학정, 1994). 동기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별로 매우 다양하며,
학자별 주요 개념 정의를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동기에 관한 개념 정의
연 구 자

동기의 정의

Megoch(1963)

·개체로 하여금 주어진 일을 수행하게 하고,
적당한 활동을 통하여 그것을 완수하게 하는
개체의 어떤 자세

Bernard Berelson &
Gary Steiner(1964)

·힘을 주고 활성화하거나 움직이게 하는
내면적 상태
·목표를 향해 행동을 인도하거나 그에
지향되게 하는 내면적 상태

·불안, 결핍, 갈망, 힘
·유기체가 동기에 사로잡히면 무엇인가
Fillmore Sanford &
하게 됨
Lawrence Wrightsman, Jr.
·대체로 불안을 감소시키고 결핍을 메우고
(1970)
갈망을 완화하고 힘을 줄이는 무엇인가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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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동기에 관한 개념 정의
연 구 자

동기의 정의

John Campel &
Rovert Pritchard(1976)

·일정한 과업을 수행하려는 노력의 시작을
선택하는 것
·노력의 양을 선택하는 것
·일정기간 노력의 지속을 선택하는 것 등의
결정요인에 붙인 이름
·태도․기술의 영향, 업무에 대한 이해,
환경적 제약 등을 일정하게 통제한
(holding constant)경우, 개인적 행태의
방향, 크기, 그리고 지속기간을 설명해주는
일련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관한 개념

Virginia Quinn(1984)

·내적 욕구에 바탕을 둔 것
·사람을 밀어서 움직이고 몰아치는 것

Craig C. Pinder
(1984)

·직무에 관련된 행동을 야기하고 그 형태․
방향․강도․지속시간 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정신적인 힘
·행동이 시작되게 하고 유지되게 하며 행동의
강도와 양태 및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

Laurence Siegel &
Irving Lane(1987)

·직무행태가 시작되고 그 방향이 설정되고
지속되는 과정

오석홍(1997)

·행동의 원인 또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개념

- 김기범(2008) 토대로 재구성
이러한 동기의 개념정의 가운데 직무동기(Work motive)에 대해 비교
적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Craig C. Pinder(1984)의 정의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직무동기란 직무를 수행하려는 동기이며, 직무에 관련된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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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고 그 형태, 방향, 강도, 지속시간 등을 결정하는 정신적 힘을 말
한다. 즉,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원동력이 되는 개인 내면의 심리상태라
고 할 수 있다. 직무동기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종사자들의 동기
(Employees motive)가 있는데, 종사자들의 동기는 개인을 직무로 유인하
는 보상이나 요인을 말하며, 직무동기는 조직의 맥락 안에서 개인이 직
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구별될 수 있다(Wright, 2007).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직무동기란 직무수행 의지를 발현시키
는 원동력이 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기로 한다.

2. 직무동기의 구성요인
Freud의 추동이론과 같이 초기 동기이론들은 생리적 욕구에 의한 충동
으로 동기를 이해하였지만, 점차 일차적인 생리적 욕구와 구별되는 동기를
발견하기 위해 인지론적 관점에서 동기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을 내부동기와 외부동기로 구분하여 보려는 시도가
대두되었다고 한다(김기범, 2008). deCharmes(1968)는 직무동기를 원인
의 소재에 따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
다. 내재적 동기는 외적인 영향력 없이 내적 원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재적 동기는 외적인 영향에 따른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 직무 그 자체를 수행하는 것을 즐기고 있을 때 이는 내재적 동기
이고, 외부의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요인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요인들은 외재적 동기라는 것이다(이혜윤, 2013). Lawler(1971)는 업
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내재적 보상은 개인이 업무성과에 대해 내재적으
로 주는 보상으로 성취감, 성장욕구, 자아실현 등이 있으며, 외재적 보상
은 외부의 다른 사람이 업무성과에 대해 주는 보상으로 승진, 고용안정,
보수 등이라고 할 수 있다(이혜윤, 2013).
반면에, 인간의 행동을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순전히 타율적인 행동
(외재적으로 동기화 된 행동)에서 완전히 자기 결정된 행동(내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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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된 행동)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 선상에서 동기를 설명하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자기결정성의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내재적 동기,
동일시 동기, 규범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로 구분된다고 한다(Deci
, Connell & Ryan, 1989).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동기를 직무동기에 한정하지 않
고, 공공서비스 동기를 추가하여 선행변수를 설정하고자 하므로, 동기유
형을 Deci , Connell & Ryan(1989)와 같이 일련의 연속체 선상에서 다
양하게 설정하기는 연구설계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
이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른 직무동기와 윤리의식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려는 것이 아니므로, deCharmes(1968)와 Lawler(1971)의 논의에 따라 직
무동기를 크게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라는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공공서비스 동기와 함께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연구하고자 한다.

[표 2-5] 직무동기 하위요인
연 구 자

구분기준

직무동기 하위요인

deCharmes(1968)

동기원인의 소재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Lawler(1971)

보상제공의 주체

내재적 보상
외재적 보상

자기결정성의
수준

내재적 동기
동일시 동기
규범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

Deci, Connell & Ryan(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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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동기에 대한 선행연구
직무동기를 원인변수로 설정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앞서
언급한 공공서비스 동기 관련 선행연구와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공서비스 동기 부분에서 검토하지 않은 그 밖의
주요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직무만족 또는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동기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Herzberg, Mausner & snyderman(1959)의 연구
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호손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욕구에 초점
을 두고 직무요인-직무태도-직무효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가운데
직무요인은 직무태도를 가지기 전의 특정 사건인 제1수준 요인과 특정
사건 이후 개인이 갖게되는 의미인 제2수준 요인으로 구분되며, 직무태
도는 직무만족과 직무불만족으로, 직무효과는 직무수행효과(직무에 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적 변화와 업무의 질과 양의 변화를 의미)와 직
무태도효과(동료, 상사, 직무, 조직 등에 대한 태도변화를 의미)로 구분된
다(이혜윤, 2013). 연구결과 직무만족과 고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1
수준 요인은 성취감, 인정감, 업무자체, 책임감, 승진, 보수였으며, 제2수
준 요인은 인정과 성취감, 성장가능성, 책임감과 업무자체, 보수와 신분
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Gruneberg(1979)는 성공적인 직무수행과 인정,
기술을 활용하여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 직무에 대한 몰입과 같은
내재적 요인이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이 된다고 보았으며, Cranny, Smith
& Stone(1992)은 내재적 요인으로써 직무자체, 외재적 요인으로써 급여,
승진, 동료, 감독을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여기서 간단히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개인들은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생산적일 수 있다고 본다면, 직무동기는 결과적으로 성과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는 Petty, McGee & Cavender
(1984), Judge․Thoresen․Bono & Patton(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은 이직가능성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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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Rusbult, Farrell, Rogers & Mainous, 1988), 직무동기는 결과적으로
직무만족과 태도, 성과와 이직가능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직무동기를 원인변수로 설정한 국내 연구 또한 다양하게 진행되었는
데, 먼저 성과를 결과변수로 한 연구로 오석홍(1997)은 직무동기는 조직
참여자의 직무수행과 생산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박천
오 외(2001)는 국내 공무원 1,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차원
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동기, 조
직시민행동, 업무스트레스, 심리적 탈진과 같은 직무태도를 분석한 결과,
직무동기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과 함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주․이혜윤(2007)은 중앙부처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 보상에 대한 기대, 공공서비스 동기,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
서비스 동기와 내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서울소재 특급호텔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동기와 조직유
효성의 관계를 분석한 이문정(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른 5가지 동기 가운데, 내재적 동기․통합적 동기․투사적 동
기는 직무수행노력과 직무만족에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고, 외재적 동
기는 직무수행노력․직무성과․이직의도에, 무동기는 직무만족과 이직의
도에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혜윤(2012)은 공기업 종사자들과 준
정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와 직무동기요인이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공기업의 경우 공익몰입․성취감은 직무
만족과 양(+)의 관계를, 보수의 가치인식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자기희생․성취감․공정성 인
식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범(2008)
의 경우는 서울시 특급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직무동기와 창의성이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는데, 내부동기와 외부동기 모두 호텔
종사자의 창의적 사고능력과 사고대처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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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윤리의식에 대한 고찰
1. 윤리의식의 개념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공기업 종사자 개인차원의 윤리의식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와 명확한 개념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윤리적 측면에 대해 공기업에서 논의되고 것은 주로 윤리경영에 대한 것
으로, 이는 조직구성원 개인차원의 윤리의식과는 범위나 논의 목적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공기업 종
사자들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수준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수준과 큰 차
이가 없다는 사회인식 측면과,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
조 내지 제53조에서 공기업 종사자들이 실제 공직자들과 거의 동일한 수
준의 외부 감사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
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기업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 제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비교적 연구가 축적된 공
무원 윤리의식의 개념을 차용하여 공기업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공무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
하고, 공기업 부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윤리경영과 같이 윤리와 관련된
유사개념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윤리에 대한 일반적 개념
윤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
해석된다. 그 어원을 동․서양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양의 경우
중국에서 윤(倫)이란 본래 옥을 다듬다는 뜻으로 약속과 규범 등을 의미
하고, 윤리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생활의 조리, 법리, 도리라고
할 수 있다(김정희, 2013). 서양의 경우 윤리(Ethics)란 용어는 그리스어
에티 (Ethike)에서 유래한 말로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곧, 실제의
도덕규범이 되는 원리이며, 인간이 행하여야 할 바른 이며 공동의

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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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길

버

선에 해당하는
이라고 할 수 있다(네이
지식백과 ; 경찰학사전,
2012). 동․서양의 윤리에 대한 어원과 의미를 종합해보면 결국 윤리란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마땅한 도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 더 살펴본다면,
오석홍(1993)은 윤리를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기 때문에
당위적이며, 인간이 생활하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므로 가치
적이고, 바람직한 행동규범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규범적이라고 하였다.
이호선 외(2007)는 윤리란 고 그름을 구분하는 가치와 원 으로, 의
차원에서 윤리는 개인과 조직의 행동에 대한 행위의 결정 기준과 의무를
포함하는 도덕적 가치와 원 및 규 을 의미한다고 한다.

몇

옳

칙

칙

광

칙

(2) 미시적 차원의 윤리 개념
위의 일반적이고 거시적 차원의 윤리개념을 기초로 하여, 보다 미시
적인 차원의 조직윤리, 윤리경영, 직업윤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
겠다.
먼저, 조직윤리는 기업윤리와 조직구성원의 개인윤리로 구분할 수 있
는데, 기업윤리는 기업의 다양한 경영 활동에서 의사결정의 고 그름
또는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는 기준(가치, 판단기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조영락, 2011). 초기 산업시대에는 기업의 주된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었
다면,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과 역할이 증대된 현대사회에는 윤리적인 기
업경영이 한층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윤리는 기업의 이익과 조직원
들의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윤리의 중요성은 점차 강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개인윤리는 특정 문제해결을 위
한 의사결정시 윤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조직구성원 개인의 기준 및 가치
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윤리와 함께 기업내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방
법과 조건을 결정 는 윤리풍토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조직윤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문에서
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윤리경영이 있다.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 주주, 직원, 경쟁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

옳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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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정
현, 2011). 윤리경영이 조직윤리 혹은 기업윤리와 구별되는 점은, 윤리경
영은 기업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관념에서 더 나아가, 그 된 관행
이나 기업 내부의 시스 을 윤리적 기준에 맞도록 수정함으로써 기업의
부가가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방편이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 되는 현대사회의 추세가 반영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업윤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직업윤리란 사회구성원
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윤리를 직업이라는 특수
한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행위규범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신문희, 2012). 직업윤리의 근원은 모든 일을 신이 준 것으로
보는 청교도적 직업윤리관과 소명의식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직업윤
리는 모든 직업에 공통되는 윤리와 다양 직업들 각각에 요구되는 특수한
윤리로 구별되기도 한다.

릇

템

(3) 공무원 윤리에 대한 개념과 윤리의식
직업윤리를 위와 같이 공통윤리와 특수윤리로 구분하는 기준에 따르
면, 공공분야의 행정윤리는 직무수행자가 공공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특수한 윤리의 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
행정 이원론 입장에서 행정윤리를 바라본다면, 공직자가 행정을 처리함
에 있어서 요구되는 행동규범인 공무원 윤리는 결과적으로 행정윤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업윤리의 한 형태로서 공무원 윤리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는 이유는, 본 연구가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 윤리에 대한 개념과 연구결과를 차용하기 위해서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개념 정의로, Waldo(1974)는 공무원 윤리를 대중의
이익, 곧 공익에 봉사하는 윤리적 행위라고 하였으며, 임도빈(2002)은 공
무원이 공복으로서 지켜야할 규범이 공무원 윤리하고 하였다. 이영균․
윤두 (2003)은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공직
윤리라고 하였다. 또한, 공무원 윤리를 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정의하자

섭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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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협의의 공무원 윤리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과된 법
적 의무에서 도출되는 행동규범이며, 의의 공무원 윤리는 협의의 공무
원 윤리를 포함한 조직내 윤리헌장과 지침 그리고 사회의 조리와 상식에
서 도출되는 행동규범이라고 한다(선정원 외, 2007).
공무원 윤리를 규범적 측면에서 보다 확장하여 성과 증진 및 공공가
치 추구라는 적극적 개념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Kaplan(1963)은 공무원 윤리은 물수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가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임도빈(2002)은
공무원 윤리는 물수수 행위와 사생활을 규정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게 되는 정책적 파급효과를 다루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서순복(2001)은 공무원 윤리란 직업윤리로써 공무를
수행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자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을 실
현하고 공공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행동기준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공무원 윤리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
문 윤리의 개념을 직업윤리의 한 형태로서 공공부문 종사자가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성과향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
치 실현을 위한 책임 및 의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서의 윤리의식은 위와 같은 공무원 윤리에 대해 인식 또는 지각하고 있
는 상태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광

뇌

뇌

2. 공공부문 윤리의식의 구성요인
공공부문 즉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을 구분한 선행
연구로, 황수연(1995)의 공무원 윤리의 제차원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 윤리의 하위차원을 개인차원의 윤리, 조직차
원의 윤리, 대국민 차원의 윤리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차원의
윤리는 인간으로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을 말하며, 조직차원의 윤
리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직무상 요구되는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 대국
민차원의 윤리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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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형성, 집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요구된다고 하였다(황수연, 1995).
그리고 동 연구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차원의 공무원 윤리를 보다 명확하
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각 차원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여 공무원 윤리의 개념요소를 체계화 하려 했다.
서순복(2001)은 공무원 윤리를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대별하였는데,
그 구별기준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관료제적 가치에 중점을

둔 행정윤리와 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신공공관리적 가치와
관련된 행정윤리로 공무원 윤리를 구성한 것이다. 먼저, 관료제적 가치
차원의 윤리란 직업인으로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이며, 효율적 업무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라
고 해석된다. 반면에, 신공공관리적 가치 차원의 윤리란 공무원은 공공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객지향적이며 공익을 실현하고 공공복지를 증대시켜
야 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희(2013)는 이와 같은 서순복(2001)의 행정윤리 하위요소를 재구
성하여, 공무원 윤리의식의 하위유형을 청렴윤리의식, 직무윤리의식, 사
회윤리의식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국내 청렴윤리에 대한 개념 정의는 국
민권익위원회와 국가공무원법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는 공직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와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국민에 대한 적극적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는 것이 청렴윤리라고 보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

례

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사 ·증여 또한 향응을 받을 수 없
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를 떠나서도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
하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청렴윤리를

좁게 해석하고 있

다고 한다. 김정희(2013)는 청렴윤리를 이 두 가지 개념 정의 가운데, 국
가공무원법상의 규정에 준하여 부패와 관련된

좁은 의미로

정의하였다.

둘째로, 직무윤리를 공무원에게 있어서의 공무원이 자기의 전문적 능력
에 의하여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데 있어 필요로 되는 행
위규범라고 정의한 이시연(2005)의 견해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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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직업윤리로 정의한 박 식(2001)․오석홍(1993)
의 견해를 바탕으로, 직무에 대한 책임성과 사명감, 사회봉사정신들과 관
련된 개념으로서 직무윤리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윤리란 공무원
이 정책 수립이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회적 정의에 입각하
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 규범을 말한다고 한다(김정
희, 2013). 이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하되, 사
회에 대한 책임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분배의 정의 등을 실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사회구조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그 밖에, 공무원 윤리의 하위 개념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공직자 개인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규범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
나, 공무원 윤리의 하위차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각 하위개념들
이 행정이 추구해야 할 이념과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는 정관수(2006)의 한국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소개
한 공무원 윤리에 대한 구성변수를 정리한 자료를 황수연(1995)과 김정
희(2013)의 견해와 함께 재구성하여
는 수준에 그치고자 한다.

뒤의 표 2-6과 같이 간단히 고찰하

3. 윤리의식에 대한 선행연구
공공부문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 가운데,
본 연구와 같이 동기를 윤리의식의 원인변수로 설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직구성원의 동기 외의 요인들을 원인변수로 설정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정희(2013)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업무처리기준․권한재량성․예산 및 회계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과, 보상․처벌․보수수준․조직문화와 같은 조직적 요인, 사
회적 풍토․시민의식․정치적 문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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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제도적 요인으로서 불명확한 업무처리기준과 미비
한 예산 및 회계제도는 윤리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격

났으며, 조직적 요인으로서 엄 한 처벌과 만족스러운 보수수준은 윤리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적 요인으로서 시
민들의 윤리의식 수준은 윤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비윤리적 사회풍
토와 정치문화는 윤리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좌

윤종 (2006)은 국회의원 보 진을 중심으로 과업지향형 조직문화 작
업자의 직업윤리를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조직과 직업에
대한 적합도는 직업윤리의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준서(2011)는 검찰청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무
부 조직구조와 법무부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에
서, 조직구조와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윤리의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조직구조 측면에서는 조직공식화 수준이, 조
직문화에서는 합리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가 법무부 공무원 윤리의식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희(2012)는 국내 여성경찰관을 대상으로한 직업윤리의식 영향요
인 연구에서, 직무만족, 보상과 처벌, 동료간의 영향, 조직의 윤리적 분위
기, 관리자의 도덕적 역량을 독립변수로 하고, 매개변수로 고객지향성과
자기개발 욕구를 반영한 경력개발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 직업윤리
의식을 설정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보상과 처벌 및 동료간의
영향은 경력개발에, 조직의 윤리적 분위기와 관리자의 도덕적 역량은 고

객지향성과 경력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지향성과 경력개발은 직업윤리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밖에, 공무원 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를 설정한 연구는 매
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주요 원인변수와 앞서

언급한 윤리의식의 하위차원(구성요인)를, 표 2-6과 같이 정관수(2006)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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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공무원 윤리의식 관련변수 및 하위차원(구성요인)
연구자

윤리의식 하위차원(구성요인)

윤리의식 원인변수

주삼식
사회적 특성, 구조적 특성
(1991)
김상
사회경제적 변수, 개인적 특성
(1994)

능률성,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공익성
책임성, 신뢰성, 공정성, 봉사성,
능률성, 청렴성

황수연
(1995)

개인차원윤리, 조직차원윤리,
대국민차원윤리

철

-

인구사회학적 특성, 평가(공무
원상, 부정부패수준, 공직이념,
유종해 공직 등에 대한), 부정부패
행정책임성, 부정부패 방지예방
(1995) 방지안, 현행제도, 노동조건,
윤리적 갈등상황, 일반사회에
대한 견해

혁

신기원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부개
(1996) 정책, 지방자치 실시, 공직관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금지사항

지방자치 실시, IMF와 구조조정,
서순복
관료제적 가치,
직무만족, 인구사회학적 변수,
(2001)
신공공관리적 가치
윤리적 수준의 인지도
윤종근 인구통계학적 요인,
(2006) 조직과 직업에 대한 적합도

가치관, 업무수행, 업무태도,
관계

이준서
조직구조, 조직문화
(2011)

호혜성․존엄성․공익성,
청렴성, 신뢰, 업무수행태도

직무만족, 보상과 처벌, 동료
신문희
간 영향, 조직의 윤리적 분위기,
(2012)
관리자의 도덕적 역량

-

김정희 제도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
청렴윤리, 직무윤리, 사회윤리
(2013) 환경적 요인
- 자료 : 정관수(2006) 재구성
- 31 -

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 문제 및 모형
1. 연구문제
듯

앞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 이, 공기업 조직 차원
의 윤리경영에 대한 연구가 아닌, 공기업 종사자 개인 차원의 윤리의식
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
다. 이러한 연구 여건속에서, 본 연구자는 윤리의식이라는 심리적 혹은
지적 자각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 변수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
서, 업무수행 동기라는 또 다른 심리적 차원의 요인에 주목하게 되었다.
업무수행 동기는 직업선택 단계부터 직무수행 단계까지 개인행동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소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동기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내재된 가치는 윤리의식과도 연관이 있
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수행 동
기는 윤리의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모형
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공성과 기업성이다.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양 가치를 모두 추구함으로써, 공기업 종사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
서 내적갈등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속에서 공기업 종
사자들은 과연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동기를 실제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가 본 연구의 첫 번째 관심사
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종사자의 업무수행 동기를 크게 공공서비
스 동기와 내재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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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다음으로, 공기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윤리의식은 엄 하게 해석하
면, 공무원의 윤리의식과는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기업성 또한 추구하는
공기업 특성상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공
기업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윤리의식의 성 과 수준은 공직자의 윤리의식
과 실제 커다란 차이가 없으며, 제도적으로도 공기업 종사자들은 공무원
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외부 감사와 감독을 받고 있고, 공기업의 임직
원은 수뢰, 사전수뢰 내지 알선수뢰의 범 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된 공무원 윤
리의식의 개념과 측정도구를 차용하되, 공무원 윤리에 대한 개념을 청렴
윤리와 더불어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공통되고 보다 은 범위의
직무윤리 개념을 도입한 선행연구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공기업 종사
자의 윤리의식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연구모형을 제시
하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격

죄

넓

[그림 3-1] 개념적 준거 틀
독립변수

공공서비스
동기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공익몰입
희생정신
동 정 심
성 취 감
업무자체의 즐거움
보수의 가치 인식
인정에 대한 기대

종속변수

직무윤리의식
청렴윤리의식

통제변수

인구통계 변수
업무분야․직종․직급
징계경험
포상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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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

제 2 절 연구가설
1. 공공서비스 동기와 윤리의식 측면
공공서비스 동기를 공익몰입, 희생정신, 동정심이라는 3가지 하위차원
으로 구성하고 윤리의식은 직무윤리의식과 청렴윤리의식이라는 2가지 하
위차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공공서비스 동기와 윤리의식과의 상관관계는
물론 공공서비스 동기를 구성하는 각 하위차원과 윤리의식을 구성하는
각 하위차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다음의 표 3-1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3-1] 연구가설 1 - 공공서비스 동기와 윤리의식

가설 1 공공서비스 동기는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공익몰입은 직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공익몰입은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희생정신은 직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희생정신은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동정심은 직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 동정심은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2. 내재적 동기와 윤리의식 측면
내재적 직무동기를 성취감과 일 자체의 즐거움이라는 2가지 하위차원
으로 구성하고 윤리의식은 직무윤리의식과 청렴윤리의식이라는 2가지 하
위차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내재적 동기와 윤리의식과의 상관관계는 물론
내재적 동기를 구성하는 각 하위차원과 윤리의식을 구성하는 각 하위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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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다음의 표 3-2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3-2] 연구가설 2 - 내재적 동기와 윤리의식

가설 2 내재적 동기는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성취감은 직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성취감은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일 자체의 즐거움은 직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일 자체의 즐거움은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외재적 동기와 윤리의식 측면
외재적 직무동기를 보수의 가치 인식과 인정에 대한 기대라는 2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의식은 직무윤리의식과 청렴윤리의식이라는
2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외재적 동기와 윤리의식과의 상관관
계는 물론 외재적 동기를 구성하는 각 하위차원과 윤리의식을 구성하는
각 하위차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다음의 표 3-3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3-3] 연구가설 3 - 외재적 동기와 윤리의식

가설 3 외재적 동기는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보수의 가치 인식은 직무윤리의식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보수의 가치 인식은 청렴윤리의식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3 인정에 대한 기대는 직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4 인정에 대한 기대는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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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설계
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획

본 연구는 2013년 기 재정부가 지정한 국내 30개 공기업 가운데 한
국토지주택공사 종사자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다. 국내 공기업 가운데 한 만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한
국토지주택공사는 1941년부터 있었 대한주택영단을 1962년 7월 대한
주택공사법에 의거 설립한 대한주택공사와, 1975년 토지금고로 설립되어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 발족된 후 1996년 사명을 변경한 한국
토지공사가 2009년 10월 통합된 기관으로서, 연 적 측면과 조직규모 측
면에서 국내 공기업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본 연구자의 소속기관으로써 설문지법을 통한 자료 수집에 협조를 받
기가 용이하고 다른 기관 종사자들 보다 설문에 충실히 답변할 것을 기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곳

던

혁

[표 3-4]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현황

'

( 13년말 기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 립 일

2009년 10월 1일

주무부처

국토해양부

조

직

5본부 2부문 1연구원 1사내대학 48처실 12지역본부

인

원

6,487명

주요기능

-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및 임대
주택 및 복리시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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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표본단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종사자 가운데 임원과 비정규
직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1 7급)이며, 설문조사는 근거리 응답자는 연구
자가 조사 취지와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설문응답을 하게 하였고, 원거
리 응답자에게는 안내문을 동봉한 우편을 발 하여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재하는 자기기입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

송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공공서비스 동기
공공서비스 동기는 공공부문 종사자에게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고유
한 동기로서, 공익 증진에 참여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헌신적이
며 이타적인 동기이다. 공공서비스 동기의 하위차원에 대해서는 기본적
으로 Perry & Wise(1990)가 제시한 합리적․규범적․정서적 차원을 따
르기로 한다. 다만, 합리적 차원의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도(APM)
는 단순히 사회문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호기심 또는 비판적 시각에서 비
롯될 뿐,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는 의지로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
고 본다. 또한, 이후 Perry(2008)의 연구에서는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
감도(APM)를 제외하고 공공서비스 동기를 측정하였으며, 공공정책 결정
에 대한 호감도(APM)는 공공서비스 동기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또한 있다(김서용, 조성수, 박병주,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
비스 동기 하위요인을 합리적 차원의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도
(APM)는 제외하고 규범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대별하여 측정하고
자 한다.
먼저, 규범적 차원의 공공서비스 동기는 공익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공익에 대한 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
CPI)이다. 이는 사회적인 의무로써, 공익에 봉사하며 정부에 대한 충성하
고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 규범적 차원의 공익에
대한 몰입이 정서적 차원과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점은 의무로써 공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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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서적 차원의 공공서비스 동기는 동정(Compassion :
COM)과 자기희생(Self-Sacrifice : SS)이다. 동정(COM)은 선행을 지지
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정책에 헌신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
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동기이며, 자기희생(SS)은 공공서
비스 제공에 따른 무형의 보상이며, 이러한 무형의 보상을 얻기 위한 의
지라고 할 수 있다.

[표 3-5] 공공서비스 동기의 조작적 정의

구분

조작적 정의

낀

나는 사회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상당히 느 다
공 시민을 위한 봉사는 시민으로서 나의 의무이다
익
몰
입 나는 사적인 이득과 무관하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다
나에게는 공공봉사가 자신보다 더 의미있다
공
공
서
비
스
동
기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다

희 나는 대부분 나 자신보다는 사회적 대의를 위해 일한다
생
정
신 나 자신의 개인적 성취보다 사회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다

놓

나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받기보다 사회에 내 는 것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다고 매번 생각한다

늘 쌍

불 하다고 생각한다
동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정
심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은 없어서 안될 만큼 아주 중요하다
나에게 애국심이란 타인의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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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것을 포함한다.

(2) 직무동기
직무동기란 업무를 수행하려는 동기로써, 직무수행 의지를 발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심리적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동기를 원인의 소재
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차원으로 구분한 deCharmes(1968)
의 견해를 따르기로 하며, 각 차원은 Barbuto & Scholl(1998)과 이혜윤
(2013)이 제시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내재적 동기란 개인 외부의 영향력 없이 직무를 수행하려는 내적 요
인을 의미하며, 성취감과 업무자체의 즐거움을 하위요소로 한다. 성취감
은 개인의 이상적인 자아실현을 달성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며, 업무자체
의 즐거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으로써 내적 보상이라
고 할 수 있다.
외재적 동기란 개인 외부의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요인에 의해 직
무를 수행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며, 보상의 가치 인식과 인정에 대한 기
대를 하위요소로 한다. 보상의 가치 인식은 주로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
급부로써 보수에 대한 실체적인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기대하
는 것을 의미하며, 인정에 대한 기대는 소속된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어하는 욕구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
려는 의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싶

[표 3-6] 직무동기의 조작적 정의

구분

조작적 정의
나는 내가 스스로 정해 놓은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내가 일하는 직장은 나의 기술과 재능적인 가치를 알아주는

곳이다

내
재 성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 개인적인 행동원 과 일치하도록 노력한다
적 취
동 감 나는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부여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기
나는 개인적인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즐 한다

칙

겨

나는 직장의 성공을 위해 내 능력과 가치가 필요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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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작적 정의

나는 재미있는 일만 한다
업
무 직장에서 하는 일이 즐 지 않다면 나는 그만 둘 것이다
자
체 나는 더 재미있는 것을 하기 위해 종종 일을 미룬다
의
나는 직업을 고를때에 가장 재미있을 만한 것을 선택한다
즐
거 나는 함께 있으면 제일 재미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움
직업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일이 더 즐거운가‘이다.

겁

직장의 요건에 따라 내가 일에

쏟는 노력의 양이 결정된다

보
수 하루의 일은 하루치 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다
의
더 열심히 일한만큼 더 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다
가 나는 직장을 고를 때 보통 급여가 가장 많은 을 택한다
치
인 직장 생활 중 월급날이 가장 좋다
식
외
누구든지 항상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어야 한다
재
적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하다
동
인
기
정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 결정을 내리 한다
에
대외적인 인정이나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과제인 경우 더욱 열심히 한다
대
한 직장을 고를 때, 내가 이루어 내는 성과를 인정해 주는 을 선택할 것이다

돈

곳

엿

곤

삶

곳

기 주위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가장 풍요로운 을 살고 있는 것이다
대
내가 하는 일이 직장 내영향력 있는 인사에게보고되는것이라면 나는 최선을다해일한다

(3) 윤리의식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은 직업윤리의 한 형태로서 공직자가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
현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인식 또는 자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공기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윤리의식은 조직내 윤리 규범을 준수하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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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성을 유지하려는 소극적 측면의 윤리의식과 더불어, 공익에 대한 봉사
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하려는 적극적 측면의 윤
리의식 모두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윤리의식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크게 직무윤리의식과 청
렴윤리의식으로 구분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직무윤리 의식은 공공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객지향적이
며 진취적인 자세로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를 자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렴윤리 의식은 조직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행위규범을 준수하고 부정부패 하지 아니할 소극적 의무를 인
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종사자의 직무윤리의식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공무원 윤리의식을 관료제적 측면과 신공공관리적 측면으로 구분
한 서순복(2001)의 견해와, 공무원 윤리의식을 청렴윤리․직무윤리․사
회윤리의식으로 구분한 김정희(2013)의 견해를 차용하여, 동 선행연구들
이 사용한 윤리의식의 조작적 정의 가운데 적극적 성 을 가지는 부분만
을 발 하여 재구성 하였다.
반면에, 청렴윤리의식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설문응답자가 성실하고
변별력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구체적인 사 중심으로 조작
적 정의를 하고 측정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서울대 한국정책지식센터
(2011)에서 실시한 부패인식 설문조사 내용을 공기업 종사자에게 적합하
도록 재구성 하였다.

격

췌

례

[표 3-7] 윤리의식의 조작적 정의

구분

조작적 정의

윤 직 연관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리 무
윤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라 하더라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의 리
의
식 식 이도가 높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긍정적으로 접근한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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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작적 정의
최대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배려하면서 업무를 처리한다
민원인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업무를 동등하게 처리한다
대국민 봉사자의 역할을 공평하게 수행한다
공기업 직원이

납품업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다
녀 혼사에 직무관련업체로부터 ‘3만원’의 축의금을 받는다

공기업 직원이 자

녀 혼사에 직무관련업체로부터 ‘10만원’의 축의금을 받는다

공기업 직원이 자

청
렴
윤
리
의
식

공기업 직원이 명 절 때 직무관련업체에서 준 30만원을 받아
‘직원들과 고루 나누어’ 가진다

골

공기업 직원이 명 절 때 직무관련업체에서 준 30만원을 받아
‘부서운영비’로 사용한다

%늘

액
맺 고,
쓴
공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 % 늘 린 금 액 으로 계 약 을 맺 고,
그 늘 린 만큼의 돈 을 받아서 ‘부서운영비’로 쓴 다
상사가 비슷한 조건의 승진후보자 가운데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를
공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
린 금 으로 계 약 을
그 린 만큼의 을 받아서 ‘자신이’ 다

늘

돈

승진시킨다

사무실 전화로 개인적인 용무의 ‘장거리전화’를 한다
사적인 용무를 위하여 사무실을 ‘장시간 비운다’

3. 변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각 변수별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실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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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 하였다. 측정척도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적
변수와 업무수행 동기 이외에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들로 직급, 직종, 업무분야, 근무년수, 징계경
험 및 포상경험 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 구성과 출처는 다음과 같다.

[표 3-8] 설문지 구성 및 출처

구 분
공익몰입

4

Ⅰ-05번～Ⅰ-08번

동정심

4

Ⅰ-09번～Ⅰ-12번

성취감

6

Ⅱ-01번～Ⅱ-06번

업무자체의
즐거움

6

Ⅱ-07번～Ⅱ-12번

보수의
가치인식

6

Ⅱ-13번～Ⅱ-18번

인정에 대한
기대

6

Ⅱ-19번～Ⅱ-24번

직무윤리의식

6

Ⅲ-01번～Ⅲ-06번

청렴윤리의식

10

Ⅳ-01번～Ⅳ

공공서비스 희생정신
동기

독립
변수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종속
변수

문항수 해당문항
4 Ⅰ-01번～Ⅰ-04번

윤리의식

통제변수

출 처
김서용,조성수,
박병주(2010),
이혜윤(2013)

Barbuto &
Scholl(1998),
이혜윤(2013)

서순복(2001),
김정희(2013)
재구성
한국정책지식센터
-10번
(2011) 재구성

Ⅴ-01번～Ⅴ-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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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직무수행동기와 윤리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
기 위해 PASW(SPSS)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절차 및 방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자료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지만 본 연구에
서 별도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윤리의식을
측정하는 설문문항은 선행연구 자료를 수정․재구성하였기 때문에 타당
도와 신뢰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셋째,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결과 측정문항으로 활용이 적절치 않은
문항은 제거하여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였다.
넷째,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통해 표본이 갖는 각 변수에
대한 특성을 비교하였다.
다섯째, 공공서비스 동기,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윤리의식과 각
하위차원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여섯째, 독립변수인 공공서비스 동기,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가 종
속변수인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력과 각 독립변수의 하위차원이 종속변
수의 하위차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 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속년수(근속개월 수로 환
산하였음)와 나이를 제외한 모든 통제변수는 더미변수화 하여 실증분석
을 하였다.
여 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p .01 또는 p .05 에서 검증
하였다.

곱
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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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조사결과의 분석과 논의
제 1 절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필요한 설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총 300부를 배
포․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57부 가운데 편향된 응답 등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응답항목이 누락된 설문지 31부를 제외한 226부의 설문지
를 실증분석 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분석하기 전에 표본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먼저 모집단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모집단 현황
구

직급

성별

나이

분
임원
1급
2급
3급
4 5급
6급 이하
합계

～

남

여
합계
30세 미만
30대
40대
50세이상
합계

현 원
7
5
428
1,971
2,829
1,355
6,665
5,410
1,255
6,665
405
2,452
2,182
1,626
6,665

-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2013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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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율 ( )
0.1
1.1
6.4
29.6
42.4
20.3
100.0
81.2
18.8
100.0
6.1
36.8
32.7
24.4
100.0

총 226개 표본을 빈도분석한 결과,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직급은 4급으로 총 105명에
전체의 46.5 를 차지하고 있다. 모집단 4 5급 현황과 비교시 모집단
4 5급의 비율이 42.4 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표본과 유사한 비율이라
고 판단된다. 응답자 가운데 5 7급 이하 응답자들의 비율이 낮은 이유
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인력채용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요 국책사업 수행시 대규모로 인력을 비정기적으로 채용하다보니 직급
별 현원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근속년
수와 나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근속년수가 6 10년 이하(34.5 )이
거나 21 25년 이하(27.4 )인 비율이 가장 높고, 나이 또한 30대(39.4 )
와 40대(38.1 )의 비율이 높은 이유도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또는 임
대주택 대량공급 정책과 맞물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정기적으로 대규
모 채용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동안 간 적 채용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성별의 특성으로는 여성 응답자의 비율(23.0 )이 모집단의 여성 비율
(18.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여성들이 통상 성에 비해
승진이 어려워 하위 직급에 다수 분포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표본의 특성으로는 징계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0명(4.4 )에 불과하여, 당초 의도했 징계경험 여부가 윤리의식과 어
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에는 표본 수가 부족한 편이며, 오히
려 응답자 가운데 포상경험자가 114명(50.4 )에 달하여 포상경험과 윤리
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타 표
본의 다른 특성들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

～

～

～

%

～

～

%

%

%

헐

%

%

%

남

던

%

[표 4-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
직급

빈도(명)
4
20
56

분
1급
2급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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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
1.8
8.8
24.8

%

구

직종

분

4급
5급
6급
7급 이하
합 계
관리직
행정직
기술직
기 타
합 계
기 ․경영지원
보 상
판 매
계 ․승인
감 독
기 타
합 계
5년 이하
6 10년 이하
11 15년 이하
16 20년 이하
21 25년 이하
25년 초과
합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합 계

획

업무분야

근속년수

나이

성별

획

～
～
～
～

남

여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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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105
2
31
8
226
5
119
87
15
226
52
39
37
33
45
20
226
27
78
27
25
62
7
226
18
89
86
33
226
174
52
226

%

비율( )
46.5
0.9
13.7
3.5
100.0
2.2
52.7
38.5
6.6
100.0
23.0
17.3
16.4
14.6
19.9
8.8
100.0
11.9
34.5
11.9
11.1
27.4
3.1
100.0
8.0
39.4
38.1
14.6
100.0
77.0
23.0
100.0

구

학력

종교

징계경험

포상경험

분
고 이하
전문대
대
대학원이상
합 계
종교없음
불 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종교
합 계
있 음
없 음
합 계
있 음
없 음
합 계

졸

졸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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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14
16
171
25
226
137
22
36
30
1
226
10
216
226
112
114
226

%

비율( )
6.1
7.1
75.7
11.1
100.0
60.7
9.7
15.9
13.3
0.4
100.0
4.4
95.6
100.0
49.6
50.4
100.0

제 2 절 측정도구의 평가
1. 독립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의 독립변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최
대한 활용하였지만,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보다
명확한 요인적재량을 살펴보기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 )을 통하여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수의 결정은 고유 (Eigen Value) 1.0이상,
적재 0.5이상의 요인들을 범주화 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의 측
정도구 신뢰도는 각 하위차원별 Cronbach s alpha계수를 통해 검증하였
다.

값

값

x

'

(1) 공공서비스 동기
공공서비스 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아래의 표 4-3과 같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은 선행연구와 같이 희생정신, 공익몰입,
동정심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총 분산의 크기는 69.909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유지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asider-Meyer-Olkin(KMO) 은 아래의 표 4-4와 같이 0.802로
좋은 편으로 변수선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
정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3과 같이 희생정신 측정
항목의 Cronbach s alpha 계수는 0.880, 공익몰입의 경우 0.874, 동정심
의 경우 0.794로 나타나고 있어 공공서비스 동기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신뢰도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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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표 4-3] 공공서비스 동기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 결과
요인분석

항목

Ⅰ-07
Ⅰ-06
Ⅰ-05
Ⅰ-08
Ⅰ-02
Ⅰ-01
Ⅰ-03
Ⅰ-04
Ⅰ-11
Ⅰ-10
Ⅰ-12
Ⅰ-09
누적설명
비율(%)

희생정신

공익몰입

동정심

.872
.858
.838
.810
.882
.856
.838
.801
.827
.820
.772
.700
24.471

48.918

신뢰도
Alpha if
Cronbach
item deleted
α
.767
.770
.880
.717
.712
.819
.828
.874
.842
.862
.659
.636
.794
.601
.527

69.909

[표 4-4] 공공서비스 동기 KMO와 Bartlett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802
1285.273

자유도

66

유의확률

.000

(2)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아래의 표 4-5와 같이 2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은 선행연구와 같이 성취감과 업무자체의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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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의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총
분산의 크기는 53.29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Kasider-Meyer-Olkin(KMO)
은 아래의 표 4-6과 같이 0.799로 적당한 편에 속하여 변수선정이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5와 같이 성취감 측정항
목의 Cronbach s alpha 계수는 0.851, 업무자체의 즐거움의 경우 0.779로
나타나고 있어 내재적 동기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신뢰도는 적합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값

'

[표 4-5] 내재적 동기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 결과

항목

Ⅱ-01
Ⅱ-03
Ⅱ-05
Ⅱ-04
Ⅱ-06
Ⅱ-02
Ⅱ-10
Ⅱ-08
Ⅱ-12
Ⅱ-07
Ⅱ-11
Ⅱ-09
누적설명
비율(%)

요인분석
업무자체의
성취감
즐거움
.805

신뢰도
Alpha if
Cronbach
item deleted
α
.818

.799

.820

.775

.820

.772

.822

.741

.827

.654

.849

29.021

.802

.713

.693

.748

.679

.741

.677

.752

.648

.755

.639

.762

5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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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779

[표 4-6] 내재적 동기 KMO와 Bartlett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근사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799
945.793

자유도

66

유의확률

.000

(3) 외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아래의 표 4-7과 같이 2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은 선행연구와 같이 인정에 대한 기대와 보
수의 가치 인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의 요인들에 의해 설

명되는 총 분산의 크기는 52.91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Kasider-MeyerOlkin(KMO)

값은 아래의 표 4-8과 같이 0.774로 적당한 편에 속하여 변

수선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
이 0.000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5와 같이 인정에 대한

'

기대 측정항목의 Cronbach s alpha 계수는 0.831, 보수의 가치 인식의
경우 0.798로 나타나고 있다.

묻는 설문항목 Ⅱ-13의 경우 동 항목을 제
거한 후(Alpha if item deleted)의 Cronbach's alpha 값이 0.807로 보수의 가
치인식 전체의 Cronbach's alpha 값(0.798) 보다 높게 나타나, 동 항목의
다만, 보수의 가치인식을

제거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동 측정도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설문문항을 그대로 차용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특성상 나타나는 특이한 응답현상으로 파악하고 동 설문
항목을

삭제하기 않고 보수의 가치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그대로 사용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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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외재적 동기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 결과

항목

Ⅱ-21
Ⅱ-19
Ⅱ-24
Ⅱ-22
Ⅱ-20
Ⅱ-23
Ⅱ-16
Ⅱ-17
Ⅱ-14
Ⅱ-18
Ⅱ-15
Ⅱ-13

요인분석
인정에 대한
보수의 가치
기대
인식
.764

누적설명
비율( )

%

신뢰도
Alpha if
Cronbach
item deleted
α
.797

.748

.803

.741

.802

.736

.805

.723

.806

.714

.810

27.410

.771

.749

.762

.752

.747

.754

.723

.762

.688

.774

.550

.807

.831

.798

52.910

[표 4-8] 외재적 동기 KMO와 Bartlett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774
970.326

자유도

66

유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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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활
용하되 윤리의식의 하위차원을 직무윤리의식과 청렴윤리의식으로 구분하
여 하위차원별 성 에 맞게 재배치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 측
정도구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요인
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보다 명확한 요인적재량을 살펴보기 위해 직교회전방식
(Varima )을 통하여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수의 결정은 적재
0.5이상의 요인들을 범주화 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의 측정도
구 신뢰도는 각 하위차원별 Cronbach s alpha계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격

x

값

'

(1) 1차 요인분석 결과
윤리의식에 대해 1차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아래의 표 4-9와 같
이 2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으며, 각 요인은 청렴윤리의식과 직무윤리의
식으로 구분되고 2개의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총 분산의 크기는
55.452로 나타나고 있다.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9와 같이 청렴윤리의식
측정항목의 Cronbach s alpha 계수는 0.877, 직무윤리의식의 경우 0.860
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청렴윤리의식을 는 설문항목 -02의 경우 요인분석 결과 적
재 이 0.5미만인 0.465로 나타났으며, 동 항목을 제거한 후(Alpha if item
deleted)의 Cronbach s alpha 이 0.889로 청렴윤리의식 전체의 Cronbach s
alpha (0.8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동
항목이 공기업 직원이 자 혼사에 3만원 이하의 축의금을 받는 것이
마나 비윤리적 행위인지 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 에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한도의 관 적 편의 제공은 금

'

묻

값

값

령

'

Ⅳ

값

'

녀
묻

얼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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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이 일관성 없이 다양
하게 나왔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02의 설문항목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청렴윤리의식을 는
측정도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거하고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기로 하였다.

Ⅳ

묻

[표 4-9] 윤리의식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 결과(1차)

항목

Ⅳ-05
Ⅳ-04
Ⅳ-01
Ⅳ-10
Ⅳ-03
Ⅳ-07
Ⅳ-08
Ⅳ-06
Ⅳ-09
Ⅳ-02
Ⅲ-03
Ⅲ-06
Ⅲ-02
Ⅲ-04
Ⅲ-01
Ⅲ-05
누적설명
비율(%)

요인분석
청렴윤리의식

직무윤리의식

.861

신뢰도
Alpha if
Cronbach
item deleted
α
.854

.849

.855

.792

.855

.741

.859

.736

.858

.734

.869

.681

.865

.639

.873

.627

.869

.465

.889

32.722

.794

.828

.793

.828

.790

.829

.772

.838

.714

.847

.711

.846

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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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860

(2) 2차 요인분석 결과

Ⅳ-02의

설문항목을 제거한 후 윤리의식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 4-10과 같이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은 1차
분석과 같이 청렴윤리의식과 직무윤리의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개의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총 분산의 크기는 55.452로 나타나고
있으며, Kasider-Meyer-Olkin(KMO) 은 아래의 표 4-11과 같이 0.822
로
좋은 편으로 변수선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
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10과 같이 청렴윤리의식
측정항목의 Cronbach s alpha 계수는 0.889로 1차 분석결과(0.877) 보다
높게 나왔으며, 직무윤리의식의 경우 0.860으로 나타나고 있어 윤리의식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신뢰도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값

꽤

'

[표 4-10] 윤리의식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 결과(2차)

항목

Ⅳ-05
Ⅳ-04
Ⅳ-01
Ⅳ-07
Ⅳ-10
Ⅳ-03
Ⅳ-08
Ⅳ-06
Ⅳ-09

요인분석
청렴윤리의식

직무윤리의식

.873

신뢰도
Alpha if
Cronbach
item deleted
α
.865

.861

.866

.783

.872

.752

.881

.740

.874

.710

.881

.681

.882

.659

.886

.630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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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항목

Ⅲ-03
Ⅲ-06
Ⅲ-02
Ⅲ-04
Ⅲ-05
Ⅲ-01

요인분석
청렴윤리의식

직무윤리의식
.797

누적설명
비율( )

%

32.722

신뢰도
Alpha if
Cronbach
item deleted
α
.828

.796

.828

.791

.829

.767

.838

.721

.846

.713

.847

.860

55.452

[표 4-11] 윤리의식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822
1923.929

자유도

105

유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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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결과의 분석
1. 기술통계분석
공기업 종사자의 업무수행 동기와 윤리의식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앞
서 변수별 기술통계 결과를 평균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평균 은 변수별․하위차원별 설문항목에 응답한 을 합산하여 해당설
문 문항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평균 은 5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 종사자의 업무수행 동기 가운데 가장 평균 이 높은 동기는
공공서비스 동기(3.4683)이며, 외재적 동기(3.3599), 내재적 동기(3.1899)
순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외재적 동기에 인정에 대한 기대라는 하위차원이 있고,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조직내부의 인정과 조직외부로부터 얻게 되는 자
긍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 수준이 높게 나타 것으
로 추측된다.
윤리의식 수준의 평균 을 살펴보면, 평균 이 4.1723으로 윤리의식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문
항을 사 중심으로 설계하여 설문응답자간 편차를 두려 하였음에도 윤리
의식의 평균 이 높게 나타 것은, 최근 조직 내부의 윤리교육 강화와
관련 지침 정비 등으로 직원 개인별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기준이 객관
적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고, 공기업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기업문화 확산 때문으로 보인다.
독립변수별 각 하위차원을 살펴보면, 공공서비스 동기 가운데는 동정
심의 평균이 3.9115로 가장 높았고, 공익몰입의 평균이 3.5476으로 나타
났다. 내재적 동기 중에서는 성취감의 평균이 3.8149로 높은 반면에 업무
자체의 즐거움은 2.5649로 나타나 설문응답자들이 담당 업무에 즐거움
또는 미를 느 지 못하고, 즐거움이 업무수행 동기로서는 낮은 수준에
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동기 가운데는 인정에 대한 기대가

값

값

값
값

값

난

값

례

머

흥

값

값

난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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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0으로 나타나 조직의 평가 내지 평판에 대해 민감해 하고 이것이
업무수행 동기 가운데 외재적 동기가 공공서비스 동기 다음으로 큰 평균
을 갖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속변수인 윤리의식의 하위차원 가운데는 청렴윤리의식의 평균 이
직무윤리의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윤리의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
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상기에서와 같이 최근 윤리
경영 확산과 관련 규정 강화 및 교육 등을 통해 개인별로 윤리적 행동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값

값

[표 4-12] 기술통계분석 결과
구 분

N

공공서비스 226
동기

최소 최대

값

값

평균

왜

첨

도
도
표준
분산
표준
통계량 오차 통계량 표준
편차
오차

1.92

4.67 3.4683 .50964 .260 -.372 .162 .116 .322

공익몰입

226

1.75

5.00 3.5476 .80706 .651 -.174 .162 -.962 .322

희생정신

226

1.25

4.75 2.9458 .80318 .645

동정심

226

2.00

5.00 3.9115 .62532 .391 -.352 .162 -.434 .322

2.17

4.58 3.1899 .41860 .175

2.50

5.00 3.8149 .54752 .300 -.077 .162 -.622 .322

1.17

4.33 2.5649 .57903 .335

외재적동기 226

2.00

4.42 3.3599 .44393 .197 -.213 .162 .011 .322

보수의
가치 인식
인정에
대한 기대

226

1.33

5.00 2.9558 .64751 .419

226

2.33

4.83 3.7640 .60009 .360 -.134 .162 -.767 .322

종 윤리의식 226
속
직무윤리의식 226
변
수 청렴윤리의식 226

2.67

4.93 4.1723 .42913 .184 -.658 .162 .275 .322

2.17

5.00 4.0819 .57826 .334 -.267 .162 -.292 .322

2.22

5.00 4.2325 .57516 .331 -.913 .162 .960 .322

독
내재적동기 226
립
변
성취감
226
수
업무자체의 226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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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162 -.696 .322

.162 .162 .102 .322

.321 .162 .188 .322

.008 .162 .147 .322

2. 상관관계분석
피 슨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어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독립변수와 종석변수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리의식과 상관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독립변수와 각
하위차원들로는 공공서비스 동기와 그 세 가지 하위차원, 내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의 하위차원인 성취감, 외재적 동기의 하위차원인 인정에 대
한 기대가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윤리의식과 외재적 동
기 가운데 보수의 가치인식과는 음(-)의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윤리의식의 하위차원인 직무윤리의식과 상관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 독립변수 및 각 하위차원은 공공서비스 동기와 그 세 가지 하위차
원, 내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의 하위차원인 성취감, 외재적 동기의 하
위차원인 인정에 대한 기대가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며, 직무윤리
의식과 외재적 동기 가운데 보수의 가치 인식간에는 음(-)의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또한, 윤리의식의 또 다른 하위차원인 청렴윤리의식과 상관계수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 독립변수 및 각 하위차원들로는 공공서비스 동기와
그 하위차원 가운데 공익몰입, 내재적 동기와 그 하위차원인 성취감, 외
재적 동기의 하위차원인 인정에 대한 기대가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냈
으며, 청렴윤리의식과 외재적 동기 가운데 보수의 가치 인식간에는 음
(-)의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관계수가 유의하면서도 그 크기가 0.4 이상으로 상관관
계가 큰 것들만 살펴보면, 윤리의식과 공공서비스 동기 및 공익몰입의
상관계수가 각 0.439 및 0.410로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윤
리의식과 상관관계가 큰 변수들로는 공공서비스 동기와 성취감으로 각
상관계수가 0.402 및 0.425로 나타났으며, 청렴윤리의식과 상관관계가 큰
변수들은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난

난

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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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기타 통제변수가 고려되지 않았고 상관계수
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상관관계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독립변수간 상관계수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들 사이에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회귀
분석과 함께 다중공선성 검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한다.

[표 4-13] 상관관계분석 결과
공공
공익 희생
내재적
외재적
윤리 직무 청렴
서비스
동정심
성취감 즐거움
보수 인정
몰입 정신
동기
동기
의식 윤리 윤리
동기

구 분

Pearson
상관계수 1
공공
서비스 유의확률
동기 (양 )
N
226
Pearson .691**
상관계수
공익 유의확률
몰입 (양 ) .000
N
226
**
Pearson
상관계수 .756
희생 유의확률
정신 (양 ) .000
N
226
Pearson .582**
상관계수
동정심 유의확률 .000
(양 )
N
226
**
Pearson
상관계수 .423
내재적 유의확률
동기 (양 ) .000

쪽
쪽
쪽
쪽
쪽

N

226

1

226

** 1

.246

.000
226

226

** 1

.083 .246

.216 .000
226

226

226

**
**
** 1
.196 .278 .425
.003 .000 .000
226

226

226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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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익 희생
내재적
외재적
윤리 직무 청렴
서비스
동정심
성취감 즐거움
보수 인정
몰입 정신
동기
동기
의식 윤리 윤리
동기

구 분

**
**
*
**
** 1
Pearson
상관계수 .380 .189 .138 .509 .726
성취감 유의확률
(양 ) .000 .004 .039 .000 .000
N
226 226 226 226 226 226
**
**
*
**
Pearson
상관계수 .253 .105 .272 .134 .760 .104 1
즐거움 유의확률 .000 .116 .000 .045 .000 .119
(양 )
N
226 226 226 226 226 226 226
Pearson .000 -.095 .096 .000 .216** .206** .117
상관계수
외재적 유의확률
동기 (양 ) .996 .153 .150 .994 .001 .002 .079
N
226 226 226 226 226 226 226
*
**
**
*
*
Pearson
상관계수 -.166 -.227 .087 -.225 .019 -.150 .169
보수 유의확률 .012 .001 .191 .001 .776 .024 .011
(양 )
N
226 226 226 226 226 226 226
**
**
**
**
Pearson
상관계수 .180 .104 .048 .244 .298 .466 -.009
인정 유의확률 .007 .118 .474 .000 .000 .000 .893
(양 )
N
226 226 226 226 226 226 226
**
**
**
**
**
**
Pearson
상관계수 .439 .410 .206 .280 .259 .391 .005
윤리 유의확률
의식 (양 ) .000 .000 .002 .000 .000 .000 .939
N
226 226 226 226 226 226 226
Pearson .402** .283** .210** .348** .251** .425** -.039
상관계수
직무 유의확률
윤리 (양 ) .000 .000 .001 .000 .000 .000 .558

쪽
쪽
쪽
쪽
쪽
쪽
쪽

N

226

226

226

226

226

226

226

1

226

**

.737

1

.000
226

226

**
.684 .011

1

.000 .864
226

226

226

** ** 1
.111 -.200 .379
.097 .003 .000
226

226

226

226

*
**
** 1
.121 -.159 .351 .597
.069 .016 .000 .000
226

226

226

226

226

**
**
*
**
*
**
**
Pearson
상관계수 .277 .320 .116 .115 .154 .201 .033 .056 -.142 .236 .843 .072 1
청렴 유의확률
윤리 (양 ) .000 .000 .083 .085 .021 .002 .626 .398 .033 .000 .000 .278
N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쪽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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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유형
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먼저 공공서
비스 동기․내재적 동기․외재적 동기라는 세 가지 독립변수와 윤리의식
이라는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독
립변수의 하위차원들과 종속변수의 하위차원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
해 총 3번을 실시하였다.

(1) 동기유형과 윤리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
치는 독립변수로 공공서비스 동기,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를 선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4-14와 같다.

[표 4-14] 회귀분석 결과(1) - 윤리의식

모형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계수
B
표준오차
타

베

t

유의
확률

5.110

.000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상수)

2.427

.475

공공서비스 동기

.334

.060

.397

5.597

.000* .680

1.470

내재적 동기

.063

.075

.061

.837

.404

.637

1.569

외재적 동기

.073

.065

.075

1.115

.266

.752

1.331

징계있음(더미)

.042

.142

.020

.292

.771

.732

1.367

포상있음(더미)

.109

.062

.127

1.756

.081

.651

1.537

R2(수정된 R2)

.330(.231)

Durbin-Watson

1.858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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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변수는 공공
서비스 동기이며 t 이 +5.597으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 또한 0.000
으로 공공서비스 동기와 윤리의식간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을 보여준다. 그 밖에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경우는 p 0.05 수준
에서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징계와 포상 경험이 직무윤리의식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를 검토해 본 결과 징계와 포상 경험은 모두 p 0.05 수준에서 윤리의식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R2은 .330으로 33.0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공차
한계가 모두 0.1 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858로 2에 가깝고 0과 4에 가깝지 않기 때문
에 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값

±

<

<

%

잔

(2) 동기유형 각 하위차원과 직무윤리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공공서비스 동기의 하위차원인 공익몰입, 희생정신, 동정심과 내재적
동기의 하위차원인 성취감, 일 자체의 즐거움 및 외재적 동기의 하위차
원인 보수의 가치 인식, 인정에 대한 기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윤리
의식의 하위차원인 직무윤리의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4-15와 같다.

[표 4-15] 회귀분석 결과(2) - 직무윤리의식

모형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계수
B 표준오차
타

베

t

유의
확률

3.451

.001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상수)

2.149

.623

공익몰입

.139

.046

.193

3.006

.003* .733 1.363

희생정신

.095

.048

.132

1.964

.051

.669 1.494

동정심

.117

.067

.127

1.751

.081

.58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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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계수
B 표준오차
타

모형

베

유의
확률

t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성취감

.178

.084

.168

2.115

.036* .479 2.086

일 자체의
즐거움
보수의
가치 인식
인정에
대한 기대

-.110

.066

-.110

-1.676

.095

.701 1.427

-.074

.063

-.083

-1.179

.240

.618 1.618

.158

.065

.164

2.431

.016* .668 1.498

징계있음(더미)

-.054

.185

-.019

-.295

.768

.702 1.425

포상있음(더미)

-.153

.080

-.132

-1.920

.056

.640 1.563

R2(수정된 R2)

.417(.317)

Durbin-Watson
.p 0.05

1.639

* <

회귀분석 결과 직무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변수들로
공익몰입의 t 이 +3.006으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 또한 0.003으로
직무윤리의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취감의 경우 t
이 +2.115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이 0.036으로 직무윤리의식과 양(+)
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정에 대한 기대의 경우 t 이 +2.431으로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이 0.016으로 직무윤리의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기타 동기유형별 하위차원들은 p 0.05 수
준에서 직무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징계와 포상 경험이 직무윤리의식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를 검토해 본 결과 징계와 포상 경험은 p 0.05 수준에서 직무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R2은 .417으로 41.7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공차
한계가 모두 0.1 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639로 2에 가깝고 0과 4에 가깝지 않기 때문
에 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값

±

값

±

값

±

<

<

%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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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기유형 각 하위차원과 청렴윤리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공공서비스 동기의 하위차원인 공익몰입, 희생정신, 동정심과 내재적
동기의 하위차원인 성취감, 일 자체의 즐거움 및 외재적 동기의 하위차
원인 보수의 가치 인식, 인정에 대한 기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윤리
의식의 하위차원인 청렴윤리의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4-16과 같다.

[표 4-16] 회귀분석 결과(3) - 청렴윤리의식

모형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계수
B
표준오차
타

베

t

유의
확률

3.710

.000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상수)

2.447

.659

공익몰입

.152

.049

.214

3.117

.002* .733

1.363

희생정신

.028

.051

.039

.539

.590

.669

1.494

동정심

-.021

.071

-.023

-.298

.766

.582

1.719

성취감

.118

.089

.112

1.325

.187

.479

2.086

일 자체의
즐거움
보수의
가치 인식
인정에
대한 기대
징계있음(더미)

-.029

.070

-.029

-.414

.680

.701

1.427

-.124

.066

-.140

-1.876

.062

.618

1.618

.169

.069

.177

2.459

.015* .668

1.498

-.041

.195

-.015

-.207

.836

.702

1.425

포상있음(더미)

.270

.084

.235

3.202

.002* .640

1.563

R2(수정된 R2)

.339(.225)

Durbin-Watson

2.105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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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 청렴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변수들로
공익몰입의 t 이 +3.117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 또한 0.002로 청렴
윤리의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정에 대한 기대의 경우 t 이
+2.459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이 0.015로 청렴윤리의식과 양(+)의 상
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기타 동기유형별 하위차원들은
p 0.05 수준에서 청렴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징계와 포상 경험이 청렴윤리의식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를 검토해 본 결과 포상 경험이 있는 경우 t 이 3.202이고 유의확률이
0.002로 청렴윤리의식과 포상경험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 밖에, 회귀식에 대한 R2은 .339로 33.9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
며, 공차한계가 모두 0.1 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
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2.105로 2에 가깝고 0과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값

±

값

±

<

값

%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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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가설의 검증
1.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로 공공서비스 동기,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를 제시하였고,
그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3개의 대가설과 14개의 소가설
을 설정하였다. 총 17개의 가설 검증을 위해 표본을 추출하고 회귀분석
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설검증 결과를 얻었다.

(1) 공공서비스 동기와 윤리의식
공공서비스 동기는 직무윤리의식과 청렴윤리의식으로 구성된 윤리의
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동기
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차원인 공익몰입, 희생정신, 동정심 가운데 공익몰
입이 직무윤리의식과 청렴윤리의식 모두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대가설1과 소가설1-1 및 소가설1-2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 것과는 달리 공공서비스 동기의 희생정신과 동정
심은 윤리의식의 각 하위차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던

[표 4-17] 가설검증 결과(1)
구분

연 구 가 설

결과

가설 1 공공서비스 동기는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1-1 공익몰입은 직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1-2 공익몰입은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1-3 희생정신은 직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1-4 희생정신은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1-5 동정심은 직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1-6 동정심은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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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재적 동기와 윤리의식

던

가설 설정시 기대했 것과는 달리 내재적 동기는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가설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내재적
동기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차원인 성취감의 경우 윤리의식의 하위차원인
직무윤리의식과는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가
설2-1이 채택되었다.
반면에, 일 자체의 즐거움은 윤리의식 및 윤리의식의 각 하위차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가설검증 결과(2)
구분

연 구 가 설

가설 2 내재적 동기는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결과

기각

가설 2-1 성취감은 직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2-2 성취감은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2-3 일 자체의 즐거움은 직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2-4 일 자체의 즐거움은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3) 외재적 동기와 윤리의식
보수의 가치 인식과 인정에 대한 기대라는 2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
된 외재적 동기는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
가설3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인정에 대한 기대는 윤리의식의 하위차원인
직무윤리의식 및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소가설3-3과 소가설3-4는 채택되었다.
반면에, 윤리의식, 특히 청렴윤리의식과 부(-)의 상관관계가 일을 것
이라고 예상되었 보수의 가치 인식은 실증분석 결과 윤리의식과 부(-)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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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는 있지만 그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가설검증 결과(3)
구분

연 구 가 설

가설 3 외재적 동기는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결과

기각

가설 3-1 보수의 가치 인식은 직무윤리의식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3-2 보수의 가치 인식은 청렴윤리의식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3-3 인정에 대한 기대는 직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3-4 인정에 대한 기대는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2. 검증결과 종합
상기의 가설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수행 동기는 공공서비스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양 변
수간에는 대가설1과 마 가지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표준화계수(β)를 보면 .397로 나타났다.
직무윤리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수행 동기의 각 하위차원들
을 살펴보면, 공익몰입과 성취감 및 인정에 대한 기대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1, 가설2-1 및 가설3-3이 채택되
었고, 각 영향력의 크기는 공익몰입(.193), 성취감(.168), 인정에 대한 기
대(.164) 순으로 나타났다.
청렴윤리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수행 동기의 각 하위차원들
은, 공익몰입과 인정에 대한 기대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1-2와 가설3-4가 채택되었고, 각 영향력의 크기는 공익
몰입이 .214, 인정에 대한 기대가 .177로 나타났다.
그 결과 3개의 대가설 가운데 1개의 가설과 14의 소가설 가운데 5개
의 가설이 채택되어 총 17개의 가설 중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찬

- 70 -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20
과 같다.

[표 4-20] 가설 검증결과 요약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공서비스 동기
공익몰입
희생정신
동정심
내재적 동기
성취감
일 자체의 즐거움
외재적 동기
보수의 가치 인식
인정에 대한 기대

관계
β

윤리의식
가설 결과
+
+
.397

직무윤리의식 청렴윤리의식
가설 결과 가설 결과

+

관계

.193

β

+
유의하지
+
유의하지

관계
β

관계
β

관계
β

+

+
.214

+
+
+
않음 유의하지 않음
+
+
+
않음 유의하지 않음

+
.168
유의하지
+
+
+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β

관계
β
β

+

+
+
유의하지 않음

관계

관계

+

+

+
않음
+
않음

유의하지 않음

관계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
+
+
+
+
.164
.177

β

관계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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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동기
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공기업 종사자들의 동기특성과 윤
리의식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징계나 포상과 같은 처벌과 보상
이 윤리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
행되었다. 그리고, 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기업 종사자의 윤
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채용과 교육․훈련 및 보상체계 개선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유형을 공공서비스 동기,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과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직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
였고, 설문방식을 통해 동기유형별 수준과 윤리의식을 측정하였다. 수집
된 설문지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집단 현황과 유사한 표본
특성을 보여 표본추출이 특정 직종․직급․성별․나이 등에 편중되지 않
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채용이 비정
기적이고 간 적인 이유로 모집단 자체가 5급 이하 하위직급 비중이 낮
은 특성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추출된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났다. 또한, 당초 연구목적상 징계나 포상이 윤리의식 제고에 유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설문응답자 가운데 징계경험자가 적어
징계의 유효성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반면, 포상경험자는 표본
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포상경험과 윤리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독립변수들에 대
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것을 그대로 차용하였지만, 종속변

궁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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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것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기
에 측정도구 평가는 필수적이었다. 동 평가결과 독립변수들의 측정도구
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종속변수 측정 설문항목 가운데
청렴윤리의식을 는 한 항목이 측정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이를 제거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공기업 종사자에게서 발견되는 동기
유형 가운데 어떠한 동기가 우월적으로 나타나는지와 윤리의식 가운데
어떠한 윤리의식이 우월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기유
형 가운데는 공공서비스 동기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의 순서를 보였다. 그리고 윤리의식을 구성하
는 직무윤리의식과 청렴윤리의식 가운데는 청렴윤리의식 수준이 직무윤
리의식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어 상관계수를 통해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서비스 동기와 그 하위차원인 공익몰입의 경우 윤리의식
과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서비스 동기와 내재적 동기의
하위차원인 성취감이 직무윤리의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변에,
청렴윤리의식과 상관관계가 큰 독립변수는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드러나
지 않았다.
다섯 번째, 동기유형 외에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변수들을 통제하고, 공공서비스 동기․내재적 동
기․외재적 동기 및 각 하위차원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윤리의식 및 그
하위차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동기와 윤리의식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 보였으며, 하
위차원들 간에는 공익몰입․성취감․인정에 대한 기대 순으로 직무윤리
의식과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공익몰입․인정에 대한 기대 순으로
청렴윤리의식과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
러, 징계경험과 포상경험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포상이 있는 경험은 청렴윤리의식 수준과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묻

피 슨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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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제언
1.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크게 공기업 종사자의 동기특성, 동기유형과 윤리
의식과의 관계, 포상경험과 윤리의식과의 관계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해석
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기업 종사자의 동기특성 측면을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 동
기유형 가운데 공공서비스 동기가 가장 우월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긍정
적인 동기 특성이 나타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재적 동기 수준이
외재적 동기 수준보다 낮다는 점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특성
상 다소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면, 이 세 가지 동기수
준을 낮은 순서에 맞게 해석한다면 공기업 종사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취감이나 즐거움은 별로 바라지 않고, 조직의 인정과 일정한 보수 수
준을 기대하며 공익증진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내적 보상보다는 오히려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이유는 공기업이 추구하는 목적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공기
업이 추구하는 이념은 공익성과 기업성이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가
치를 모두 추구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기는 어려
운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공적역할
이 미비하다는 비판과 함께 수익성이 적다는 비판에 모두 게 노출되
한다. 그 결과 공기업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대외적으로 하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자기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성취감과 같은
내적 만족감에 대한 기대가 작게 나타 다고 추측된다.
반면에, 보수와 조직의 인정과 같은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내적 보상에 낮은 기대수준을 보이
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공적역할과 생산성에 대한
대외적 비판들로부터 자유 지 못한 공기업 직원들은 내적 만족감에 대

난

왜냐

쉽

난

롭

- 74 -

폄

곤

해서는 일정부분 포기하게 되지만, 그 반대급부로 오히려 직업안정성과
보수수준과 같은 외적 보상을 기대하게 되고, 대외적 인정과 관련이 있
는 자부심과 내적 성취감보다는 승진과 평판과 같은 조직 내부의 인정이
더욱 중요시되면서 내부지향적 성향으로 변해간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 밖에, 공기업 종사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적 만족감을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측 가능한 또 다른
이유로는 공기업의 업무 대다수가 정부와 민원인 또는 협력업체와 같은
대면․갈등업무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비롯되는 감정 로도가 높고, 여러
유형의 갈등을 해결하였을 때 갈등의 상대방과 조직의 반응이 이를 성과
로 보지 않고 당연한 업무처리 절차의 일부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개인이
느 는 성취감이나 즐거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 공공서비스 동기가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는 윤리의식을 크게 규범을 준수하고 은 바 업무를 공평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려는 태도(직무윤리의식)와 외부의 청 과 향응 등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를 거절하려는 의지(청렴윤리의식)로 크게 구
분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윤리의식의 심요소 추출한다면 ‘공평성’,
‘책임감’, ‘청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심 가치를 추구
하려면 공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우선 본인의 업무가 공적 업무라는 자각
과 더불어 공적 업무에 대한 몰입이 필요하며, 개인의 공정하지 못한 경
제적 이익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편리성은 다소 포기하려는 이타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적 업무에 대한 자각 및 몰입과 이타정신은 공공서
비스 동기를 구성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동기
수준과 윤리의식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의 하위차원들
을 살펴보면, 공공서비스 동기의 하위차원 가운데 공익몰입이 직무윤리
의식과 청렴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이유는,
앞서 공공서비스 동기가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와 같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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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같은 공공서비스 동기 가운데 희생정신과 동정심이 직무윤
리의식 및 청렴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은, 정서적 가치
인 동정심과 희생정신 보다는 규범적 가치인 공익몰입이 윤리의식 수준
과 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윤리의식은 기본적으로 규범적 차원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적 동기 가운데 성취감의 경우 직무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설정한 일정수준의 내적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것이고, 이
러한 욕구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종사자의 경우 공평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감이 청렴윤리의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청렴윤리의식이 도덕적․사회보편적 가치와 가까운
개념인데 반해, 성취감은 자신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
하는데서 비롯되는 목표지향적․개인적 가치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해석
된다.
그 밖에, 외재적 동기 가운데 하나인 인정에 대한 기대는 직무윤리의
식은 물론 청렴윤리의식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말
하는 인정은 주위의 평판과 승진과 같은 외적 보상으로 볼 수 있고, 자
신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중요시 생각할수록 윤리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윤리적 행동과 의식수준이 이목과 높은 관계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조직 내부에서 비
윤리적 구성원으로 평판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윤리적 직무
수행 태도에서 비롯되는 좋은 평판이 결국 승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기
대심리가 드러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결국, 인정에 대한 기대는 이
목이라는 간접적 통제수단과 평판이라는 보상수단적 성 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의식 수준을 강화하고 윤리적 행태를 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포상과 징계경험이 윤리의식 제고에 마나 유효성을 가지
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징계경험의 경우 징계경험이 있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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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가 매우 적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 으나, 포상경
험자는 전체 표본의 절반에 육박하였으며 포상경험과 윤리의식수준 간에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포상을 인정과 같
은 외재적 동기의 하나로 본다면 그 원인을 해석할 수 있다. 포상은 어
떻게 보면 조직내부에서 인정을 받은 결과로 얻게 되는 유형의 보상이
며, 이러한 포상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얻은 그 보상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얻게 된 인정과 평판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을 보
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인정과 좋은 평판을 유지하려는 노력
은 윤리적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윤리의식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습

2. 정책적 제언
위와 같은 연구결과의 함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기업 경영 및
정책상의 제언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이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과
정과 성과를 정부와 국민이 평가할 때, 부족한 성과 한 가지만을 부각시켜
평가해서는 공기업 종사자의 내재적 동기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 정책사업 수행을 강제하려는 의도나 국민 여론
조성을 통해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그간 공기업이 해 역할 가운데
일부분만을 부각시켜 그 역기능 내지 부족한 부분만을 평가해서는 공기
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내적 동기를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원 통제를 통하여 승진과 인력규모를 조절하고 예산과 인건비 집행기
준을 통제하는 현재의 공기업 관리․감독체계에서는 강력한 외적 동기부
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적 동기부여 마저도 약화된다면 공기
업의 생산성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되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공기업 종사자가 업무 자체에 즐거움을 느 고 업무로부터 성
취감을 느 는 것은 어디가지나 내적 만족감이지, 정부나 국민의 평가로
부터 비롯된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기업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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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을 통해 직무를 부여받고 유
사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종사자들은 적성
과 소질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
기 보다는 공익담당자로서 고객의 반응에 따라 보람과 자부심을 얻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여기서 공기업 종사자의
고객은 정부와 국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국민의 평가는 곧 공
기업 종사자의 내적 동기부여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 가능
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모두 추구하는
공기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균형있고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
발하고 가중치를 적정 배분하여 양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을 포함한 언론은 공기업이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불가 하게 특정 가
치를 중점 추구한 결과 다른 가치가 다소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약화된
가치만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기 보다는 그러한 배경이 무엇인지와 정부
의 반강제적 정책수행 지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해 줄때,
정부와 국민이 바라마지 않는 생산적이면서도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는 공기업의 모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서비스 동기의 개념을 활용하여 공기업이 필요로 하는 윤
리적 인재상을 구체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선행연구 등을 통해 이미
개발된 공공서비스 동기의 개념과 측정도구를 공공부문 채용절차부터 교
육․훈련 프로그램 및 리더의 동기부여 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 활용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진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 동기는 공기업 종
사자의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현재 대다수 공기업들은 인
력채용 전형단계에서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외에 직무적성 검사와 인성검
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성검사 항목에 공공서비스 동기 수준
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 내지 증설함으로써, 채용 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일정 수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현재 공기업에서는 윤리경영이 강조되면서 부패사 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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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및 행동강령과 같은 규범 위주의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국민에 대한 희생정신과 봉사의지로 부터 비롯되는 공익수행자로
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교육과 공기업 리더의 동기부여 노
력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책임감과 자부심 고양은 공
기업 종사자의 내적 성취감 강화로 이어지고,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윤리
의식 수준을 한층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셋째, 포상제도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 종사자 본인에 대한 평판과
조직내부의 포상은 윤리의식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무분
별한 포상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비
윤리적 행태를 보인 조직 구성원을 사후적으로 징계하여 본보기로 삼아
징계대상자는 물론 다른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만, 이미 윤리적인 자세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다양한 업무
업적과 함께 포상하여 조직이 그 구성원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
시키고 계속하여 좋은 평판을 유지토록 려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비윤
리적 문제 발생을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징계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공기업 종사자들의 경우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할
수록 윤리의식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의 파면․해임․감
봉과 같이 주로 경제적 불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진 징계수단 외에, 중대
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직 내부에 공개하는 명예형과 같은 징
계제도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 시를 일개 기업이 징계라는 절차를 통
해 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만, 징계대상자 내부 공개 외에 또 다른 징계를 부과하거나 병과하지 않
는 다면 이중 처벌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이며, 명확한 신상공개 사유와
엄 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조직구성원과 노조의 사전 합의를 도
출한다면 효과적인 징계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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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종사자들의 동기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윤리의
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동기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
고 동기유형을 제외한 기타 원인 변수로 예측되는 직급, 직종, 업무분야,
근속년수, 나이, 성별, 학력, 종교, 징계경험 및 포상경험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윤리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선행연구들의 독립변수들을 모두 완 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윤리의식의 원인변수들(업
무처리기준, 재량성, 보수수준, 조직문화, 사회풍토 등) 또한 설문응답자
의 인식수준 또는 만족도를 측정한 것으로, 이를 설문지에 모두 반영하
여 통제한다는 것은 연구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모집단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
기 때문에, 동 연구결과를 공기업 전체로 환언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공기업 전체 또는 공공기관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유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분명 국민과 정부의 관심사인 공공기관
종사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
점은 공기업 종사자들
의 윤리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적정한 도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기업 경영차원에서 접근하는 노력은 활발함
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같은
보다 미시적 차원에 대한 접근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을 선행연구에서 발
하고자 하였으나, 공무원 윤리의식 측정을 위한 도구들은 찾아 볼 수 있
었 것에 반해, 공기업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측정도구는 찾기 어려 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공기업 청렴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는 있으나, 청
렴도 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측정도구 또한 공기업 종사자 각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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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아니고, 조직 내부의 윤리경영 문
화와 관심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공무원과는
달리 공공성 뿐만 아니라 기업성까지도 요구되는 공기업의 종사자들에게
보다 적합하고 윤리의식 수준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했기 때문에, 설문응답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서 관대한 경향이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하려는 사회소망성 편
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 분석을
보더라도 윤리의식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소망성 편향으로부터 비롯되는 오류는 응답
자가 직접 설문지에 개별적으로 기입하였고 개인의 실명을 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규범적인 요소를 담
은 설문문항에는 응답자가 관대한 경향을 보이기 마련이므로, 상기 언급
한 바와 같이 향후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측정도구 개발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고 우회적인 설문문항을 마련함으로써, 관대화 경향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
에서 다루지 않았 공기업 종사자의 업무수행 동기와 윤리의식의 상관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
다. 앞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표본을 추출하
고 더 정밀한 측정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유사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는 연구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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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응답자 ID

* 응답자가 표기하지 않음

공기업 종사자의 동기특성과 윤리의식에 관한 설문지

녕 십

안 하 니까.

『

』

본 설문은 동기특성과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를 위한 조사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설문내용 및 개인신상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등의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시어 응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끼

각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오직 귀하께서 느 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습

감사하겠 니다. 귀하의 진지한 응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13. 12.

광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 호
연 구 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석사과정 유지영

(연락처 : 010-3419-0030

/ yjyoung@lh.or.kr)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 니다.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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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일치하는 난에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1점 ∼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5점)

1

다음은 공공서비스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질

문 내 용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 나는 사회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상당히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시민을 위한 봉사는 시민으로서 나의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적인 이득과 무관하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에게는 공공봉사가 자신보다 더 의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부분 나 자신보다는 사회적 대의를 위해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 자신의 개인적 성취보다 사회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받기보다 사회에 내놓는 것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다고 매번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늘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은 없어서 안될 만큼 아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에게 애국심이란 타인의 복지를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직무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질 문 내 용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 나는 내가 스스로 정해 놓은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일하는 직장은 나의 기술과 재능적인 가치를 알아주는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 개인적인 행동원칙과 일치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부여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개인적인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즐겨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장의 성공을 위해 내 능력과 가치가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재미있는 일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하는 일이 즐겁지 않다면 나는 그만 둘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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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질 문 내 용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9 나는 더 재미있는 것을 하기 위해 종종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직업을 고를때에 가장 재미있을 만한 것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함께 있으면 제일 재미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직업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일이 더 즐거운가‘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직장의 요건(급여, 복리후생 등)에 따라 내가 일에 쏟는 노력의 양이 결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하루의 일은 하루치 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더 열심히 일한만큼 더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직장을 고를 때 보통 급여가 가장 많은 곳을 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직장 생활 중 월급날이 가장 좋다

①

②

③

④

⑤

18 누구든지 항상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 결정을 내리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대외적인 인정이나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과제인 경우 더욱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직장을 고를 때, 내가 이루어 내는 성과를 인정해 주는 곳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주위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하는 일이 직장 내 영향력 있는 인사에게 보고되는 것이라면 나는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문
항

다음은 직무윤리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 문 내 용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 연관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라 하더라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난이도가 높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긍정적으로 접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최대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배려하면서 업무를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민원인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업무를 동등하게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대국민 봉사자의 역할을 공평하게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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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청렴윤리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행동들이 얼마나 부패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난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질 문 내

전혀 별로
조금 매우
부패한 부패한 보통
부패한 부패한
행위가 행위가 이다
행위다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용

1

공기업 직원이 납품업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공기업 직원이 자녀 혼사에 직무관련업체로부터 ‘3만원’의 축의금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공기업 직원이 자녀 혼사에 직무관련업체로부터 ‘10만원’의 축의금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5
6
7
8
9

공기업 직원이 명절때 직무관련업체에서 준 30만원을 받아
‘직원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
공기업 직원이 명절때 직무관련업체에서 준 30만원을 받아
‘부서운영비’로 사용한다
공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자신이’ 쓴다
공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부서운영비’로 쓴다
상사가 비슷한 조건의 승진후보자 가운데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를
승진시킨다
사무실 전화로 개인적인 용무의 ‘장거리전화’를 한다

10 사적인 용무를 위하여 사무실을 ‘장시간 비운다’

5

다음은 응답자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직급은?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2. 귀하의 직종은?

① 관리직

⑤ 5급 ⑥ 6급 ⑦ 7급 이하

② 행정직 ③ 기술직 ④ 기타

3. 귀하의 업무분야는? ① 기획·경영지원

② 보상

③ 판매

④ 계획․승인 ⑤ 감독 ⑥ 기타

4. 귀하의 근무 년수는?

____년 ____개월

5. 귀하의 나이는?

만______세

6.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7.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8. 귀하의 종교는?

① 종교없음 ② 불교 ③ 기독교 ④ 천주교 ⑤ 기타 종교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9. 공기업 재직 중에 공사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험은?
10. 공사, 정부, 자치단체의 포상을 받은 경험은?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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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tive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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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niversity

U

According to the principal-agent theory, it is more difficult to
prevent moral hazard of public enterprise which is
commissioned to perform policy from government than to
prevent moral hazard of government. Putting aside such
theoretical discussion, events and accidents came from various
injustice and corruption which were deepened in moral hazard
of the public enterprise are frequently on social issues. For
preventing such injustice and corruption, our government
operates previous carrots and stick such as providing incentive
through management assessment, and after control means lik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ut non-ethical behavior of employees i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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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is continuously criticized. This would be the
counterevidence that fundamental cause and solution about
non-ethical behavior of employees in the public enterprise has
not been arranged.
The study tried to seek fundamental cause of ethical problem
of the public enterprise from microscopic psychological state of
each individual working in the public enterprise. That is, with
an assumption that motive to work of each individual in the
public enterprise has correlation with ethical consciousness, this
positive research to test the assumption was carried out.
Specifically, population was present regular employees in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and study was progressed with
226 samples in total. Public service motive was composed of
three sub-dimensions such as ‘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self-sacrifice’․‘compassion’. Inner motive was composed of two
sub-dimensions such as ‘sense of achievement’ and ‘pleasure of
work itself’. External motive was composed of two
sub-dimensions such as ‘recognition on value of pay’ and
‘expectation on acknowledgement’. And these motive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ethical
consciousness of employees in public enterprise and the variable
was composed of two sub-dimensions such as ‘job ethical
consciousness’ and ‘clean ethical consciousness’. After then,
correlation with independent variables was analyzed.
As results of the study, it appeared that for employees in the
public enterprise, public service motive was the most superior
and next high was external motive and inner motive level. For
correlation with ethical consciousness, public service motive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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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thical consciousness. In correlation
between sub-dimensions, commitment to public interest․sense
of achievement․ expectation on acknowledgement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job ethical consciousness. And
commitment to public interest․expectation on acknowledgement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lean ethical consciousness.
Furthermore, awarded experience which is one of control
variables also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lean ethical
consciousness.
When synthesizing the study results, it would be necessary to
embody ethical talent image required in public enterprise by
using concept of public service motive. That is, concept and
measuring tool of public service motive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rom recruiting process to education․ training program
and motivation process for leader. In the recruiting stage,
through personality and aptitude test, applicants with high
public service motive level should be selected and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stage for employees, program to raise
responsibility and pride as a person to practice public interest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other hand, if leader's efforts to
provide public service motive are continued, it would be
possible to strengthen ethical consciousness level of employees
in the public enterprise.
And it seems that inner motive level of employees in the
public enterprise is low. Therefore, it would be needed to raise
the pride and sense of achievement of employees in the public
enterprise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improve service quality
oriented from satisfaction on job. Such inner satisfac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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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ed from assessment of government and national people. So
it would be necessary to do social efforts to appreciate value
like both sides of coin such as public interests and profitability
that public enterprises pursues with balance.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assessment system for public enterprises by
government is need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se reward system as
previous action to prevent ethical problem. If active reward is
made by using expectation psychology that wants to be
recognized from an organization and to maintain good reputation
rather than to do disciplinary measure against related person
after ethical problem happens like now, it is expected that
non-ethical problem can be prevented in advance and higher
ethical consciousness can be drawn.
Key word : public enterprise, public service motive, job motive,
ethical consciousness
Student number : 2013-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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