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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래에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은 기업의 비전과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조직구성원의 역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업이 원하는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에 머물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교육훈

련을 통한 조직몰입 수준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공공봉사동기(PSM)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

구는 많이 나와 왔으나, PSM과 교육훈련의 상호작용이 조직몰입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경우, 특히 이를 조직유형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의 환경적, 설계

적, 인적 요인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PSM과 교육훈련의 상호작

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이 조직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전력산업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교육훈련을 독

립변수로, 공공봉사동기를 조절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우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가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 및 분산분석

(ANOVA)을 시행하였고, 변수 간 인과관계 확인 및 조절효과 검증을 위

해 다중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직유형별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유형별로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령, 근속연수, 직위가 높아질수록 조직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 차이는 선행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교육훈련의 세부요인 중 조직지원 및 학습동기는 조직몰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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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공봉사

동기도 조직몰입에 정(+)의 조절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학습동기에 의한 조직몰입은 공공조직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조직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유

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민간조직에서는 교육훈련과 성과의 연동

에 대한 부담감이 공공기관보다 크기 때문에 학습동기가 조직몰입에 긍

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봉사동기의 조직몰입에 대한 조절효과는 공공조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민간조직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에 대한 몰입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훈련 내용

보다는, 조직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과 학습동기의 유발이 더

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영향이 다르므로, 조

직에 따라 조직원들의 행동과 관심 정도를 파악한 후 특성에 맞는 인적

자원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공공조직에서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진 공공봉사동기가,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직에서만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공공봉사동기 수준보다는 교육훈련에 대해 조직원들

이 갖는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으로, 향후 조직유형에 따른 추가 연

구시 교육훈련의 강도, 교육훈련 기간 등 다양한 영향요소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주요어 : 조직몰입, 공공봉사동기(PSM), 조직유형, 교육훈련, 학습동기

학 번 : 2014-2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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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근래에 많은 기업들이 인적자원의 개발을 경쟁력 확보의 중요 수단으

로 인식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비전과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조직 구성원

에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기업이 의

도하는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

를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정재

삼, 1996)

기업교육훈련은 일정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기대수준까지 향상

시키기 위해 제공되며, 자기개발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것 뿐 아

니라 개인의 자아실현까지 포함하는 인적자원개발 활동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현대의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조직을 통해 경제적인 욕구만 추

구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함은 물론 새로운 가치의 충족을 위해

조직에 몰입하는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교육훈련은 더욱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

관련 연구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업무를 수행

함에 성과가 더 높고,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

업훈련, 개발투자, 직무안정성이 있다고 한다(Bassi & Van Buren, 1999).

김지하(2009)는 교육훈련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조직몰입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기업

의 적극적인 인적자원투자를 제안하였다

한편, 학계에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동기요인이 다른 것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HRM)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어져 왔다. Crewson(1997)은 대체로 이윤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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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인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조직은 공공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공

조직 종사자들은 민간조직 종사자와는 다른 차원에서 동기부여가 이루어

진다고 한다. 공공조직은 일반적으로 공익의 추구는 물론, 국민의 가치와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공공조직 구

성원의 동기는 민간조직 구성원들의 동기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Crewson,1997; Houston,2000; 조태준 윤수재,2009)

전영한(2009)은 메타분석을 통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민간부문 종

사자들보다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이하 PSM)라는 특

별한 동기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공공봉사동기

개념은 Perry and Wise(1990)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기존의 동기이

론이 설명하지 못한 공공부문 종사자 특유의 동기를 효과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 연구 결과 PSM은 공공조직 종사자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성과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밝혀졌다. (Crewon, 1997; B

rewer & Selden, 2000; Bright, 2008; Wright & Pandey, 2008; 이근주, 2

005), 따라서 PSM이 민간조직과 차별되는 공공조직의 효과적인 조직 관

리 요소임을 알 수 있다(한에스더, 2010).

좁은 의미에서의 공공봉사동기는 공공조직 종사자들이 주요하게 또는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성향(Perry & Wise, 1990) 혹은 공공조직

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공공에 대한 봉사를 수행하려는 동기(Brewer

& Seldon, 1998)로 개념화된다. 반면 넓은 의미로의 공공봉사동기는 사

회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와 행동(Perry & Hondeghem,

2008), 지역 공동체, 국민과 국가 등 공익에 봉사하려는 이타적 개념

(Rainey & Steinbauer, 1999)을 의미한다.

즉, PSM은 공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타인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

는 내적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사회안녕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조태준ㆍ윤수재(2008)는 PSM이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

혔고, 공공봉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공공조직의 성과향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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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다양화와 효율화를 통한 지속적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

수 중 하나로서 교육훈련이 고려되었고 교육훈련의 세부요인별로 조직유

형에 따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다. 또

한 PSM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

어 졌으나 PSM과 교육훈련의 상호작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세부요인으로 환경요인(조직의 지

원)과 설계요인(교육내용), 인적요인(학습동기)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과 조직유형에 따른 영향의 차이, 그리고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

에서 PSM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칠 것인지, 조직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4 -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공공조직으로서 공공기관 종사자와 민간조직으로서

민간기업 종사자인 회사원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종사자 모두를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한 까닭은 본 연구의 목적이 조직유형에 따라 교육훈련

의 세부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서 PSM의 조절효과가 조직유형에 따라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보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에 전력거래소 교육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교육훈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설문대상자는 대부분 전력산업 종사자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수집된 설문지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되, 우선 인구통계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설

문문항의 내적일관성을 위한 신뢰도 측정, 변수 간 인과관계 측정을 위

한 다중회귀분석,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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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교육훈련

1. 교육훈련의 개념

학생을 대상으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학업지식을 제공하는 학교교육

과 달리, 기업에서의 교육훈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조직의 목표와 미션 달성

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제공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의 목표와 미션을 위한 것이라 해도 인간의 개인적인 자질과 관

리능력을 개발하는 문제는 기업활동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조

직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항상 요구되며, 특히 효

율적 기업을 운영하려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는 물론, 교육

(education)과 훈련(training)을 통해 조직원의 능력을 최적의 상태로 개

발시킴으로서 인적자원의 유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직원에 대한 교육시스템(education system)은 광범위한 지

식은 물론, 주어진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

록 상황대처 능력과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는 방향으로 진행되

고 있다(유기현, 1986).

기업에서는 소속된 구성원들이 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에 적합한 교육

을 받음으로서 스스로의 자질과 능력이 끊임없이 개발되도록 하고, 자신

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성공

을 거두고 있는 기업에서는 교육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사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부하 직원

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그것이 바로 교육훈련이 될 수 있으며, 부하 직원

에게 지시를 하고 업무 절차를 토의하게 하는 것 또한 교육훈련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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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이혜림, 2004).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의의를 살펴보면, 조직구성원에게 객관적인 직

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등의 지식을 익혀,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한편, 주관적 경험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자세

를 익혀 자기화 하는 것이다(정수영, 1991).

Nadler(1989)에 따르면, 교육은 현재 직무와 다른 특정 분야, 혹은 같

은 분야라 해도 조직구성원의 전반적 능력을 현재보다 증진시키는 것이

라고 정의하며, 훈련은 앞에 정의한 교육의 개념과 대비해서, 조직구성원

이 바로 수행해야 할 직무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교육훈련

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개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업에 있어서는 목

적 달성을 위해 업무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원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조직성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조직구성원 입장에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능률을 향상시키고, 직무만

족과 자기만족을 이루는 것이며, 조직구성원 개인의 자기개발과 크게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인 것이다.

또한 사회교육적 개념으로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적 의도

외에, 근로자가 스스로 주체적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인으로서 건전한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교육훈련의 목적

교육훈련의 목적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에 필요

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하준호, 2007). 교육훈련이

단순히 학습내용의 습득에 그치고, 업무에 실제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교

육훈련의 가치는 낮을 수밖에 없으며, 조직의 성과 개선, 직무수행 능력

의 고취, 조직안에서의 문제해결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업의 교육훈련이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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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 양자가 서로 조화 및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

적이고 조직적인 교육훈련이 되도록 계획하고 실시되어야 한다(이준호, 2011).

최종태(1991)는 교육의 목적을 기술축적, 조직협력, 동기유발이라고

설명하는데,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축적, 자기발전의 욕구충족을 통한 동

기유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한 조직협력을 의미한다.

Mee(1952)는 교육의 목적을 의사소통의 개선, 사고율의 저하, 사기의

제고, 작업방법의 개선, 감독자 부담감소, 낭비와 손실의 절감이라 하였

고 Beach(1975)는 교육훈련이 성취를 위해 필요한 현장시간의 단축, 현

직무의 수행능력과 자기개발을 통한 성과개선, 인사이동, 결근, 구성원의

적극적인 근무태도 형성 등 인사문제를 쉽게 해결해 준다고 하였다(오병

수, 1983).

앞에서 살펴본 학자들이 언급한 공통된 견해는 생산성의 증가와 사고

율의 저하 내지 안정이다. 즉,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성에 바

탕을 둔 개인의 안전과 미래 대비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가 기본적인 교

육훈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현, 2010).

[표 2-1] 교육훈련의 목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학자명 교육훈련의 목적에 대한 견해

Mee(1952)
의사소통의 개선, 사기 제고, 사고율 저하, 감독자의 

부담 감소, 작업방법 개선, 낭비 및 손실 절감

Beach(1975)

현재 직무의 수행능력 개발과 숙련을 통한 성과의 개

선, 업무 성취 및 실현을 위해 필요한 현장시간 단축, 

구성원의 적극적 근무태도 형성, 인사이동, 결근, 기

타 사고 등 인사문제의 용이한 해결

Sikula(1976)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의 개발, 사기 향상, 건강과 안전

Fleppo(1976) 사기 증진, 생산성 증가, 사고율 감소, 감독자 부담감소

Glueck(1978)

산출물의 증가, 사고율의 저하, 산출물의 수준 향상,

전직의 감소, 직무만족의 증가, 비용과 설비유지비 절

감

출처: 오병수, 현대인사관리, 박영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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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의 필요성

경쟁이 치열한 산업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으로 강화된

개별 조직구성원을 강하게 구축하는 것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

장 중요한 축이 된다(이계숙, 2001).

이는 앞으로 직원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인적자원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을 강화시키는 교육훈련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경영자가 조직구성원을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 정도로 생

각한다면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

계와 달라 교육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개

인의 발전을 통해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BM, 인

텔, 맥도날드 같은 세계적인 우량기업들은 교육훈련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

을 투자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우수기업들의 관행을 본받고

있다(김영숙, 2006).

과거에는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이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키우는 교육

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현대에는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직업관, 또는 향후 경영자가 되기 위한 경영교육, 관리자 교육 등 다

양한 인적자원개발(HRD) 프로그램이 조직구성원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첫

째는 조직적 차원으로서 조직의 효율성 증대, 조직의 유지 및 조직 분위

기 조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의 역할이며, 둘째는 업무적 차원으로서 업무수

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이

라는 측면이다. 이것은 조직 욕구수준과 개인적 욕구수준의 통합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김식현, 1999).

교육훈련의 목적은 조직구성원의 능력개발을 통해 조직협력을 도모하

고 조직구성원의 창의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개발시키며, 이를 통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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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변화를 유도함하여, 최종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달성시키는 것이

다(김식현, 1999). 따라서 교육훈련은 개인적, 조직적측면의 미비한 수준

을 파악함으로서 교육적 도구를 통하여 목표된 수준까지 육성하는 것이

라고 정리할 수 있다(김정현, 2010). 즉, 지금까지 ‘관리도구로서의 교육’

에서 ‘전략으로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며, 교육이 이제는 단순한 지식

의 전달이 아니라, 전략으로서의 위상과 의미부여가 필요하다.

결국 조직구성원을 요구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기본인식과 사상을 전환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특화된 능력을 개발시

키고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활용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하준호, 2007).

4. 선행연구 검토

정기영(2006)은 OJT프로그램의 변수들이 긍정적일수록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몰입이 정(+)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신

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행되어지면 조직몰입에 효

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애주․김순하(2006)는 교육훈련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서 교육담당자의 강의능력,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환경

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교수능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교육훈련 환경과

교육내용의 충실성이 조직몰입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왕경수․김현영(2009)은 피교육자들이 갖는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조직에서

의 적극적인 교육지원이 있을수록, 상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의

효과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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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2011)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원에게 동기부여가

많이 될수록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교육훈련으로, 조직원들이 업무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공공봉사동기(PSM)

1. 공공봉사동기의 개념

Rainey(1982)는 민간조직과 정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상선호에 대

하여 비교 연구를 한 결과, 공공부문에는 공공봉사동기라는 독특한 개념

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개념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함을 최초로 주장하였

다. 이후 Perry and Wise(1990)는 공공봉사동기의 본질을 명확히 규명하

고, 공공봉사동기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공조직 종사자의 행동과

관련된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Perry and Wise(1990)는 공공봉사동기를 공공조직과 관련된 동기에

반응하는 개인들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인식하였다. 공공봉사동기를 ‘어떤

사람이 공공조직에 진입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기 때문

에, 공공봉사동기를 ‘개인을 공공조직으로 이끄는 개인의 특별한 성향’으

로 접근한 것이다(이혜윤, 2013).

Brewer and Selden(1998)은 공공봉사동기를 ‘개인이 의미 있는 공공

봉사를 수행토록 유도하는 동기작용’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공공봉사동기

는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공봉사

동기를 통해 이타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

으며,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공공조직이나 정부조직에 들

어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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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ey and Stinbauer(1999)는 공공봉사동기를 ‘지역공동체, 국민, 국

가 및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일반적 이타적 동기’로 정의했다. 이는 공

공봉사동기를 갖는 대상을 공공조직에 한정하지 않고, 선의의 애국심과

연관 지음으로서 보다 큰 개념의 공동체나 국가와 같은 정치적 객체로

확장하여 본 것이다(이혜윤, 2013).

Vandenabeele(2007)는 공공봉사동기에 윤리와 같이 가치판단적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와 같은 정

치적 실체에 대해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공봉사동기를 ‘조직

의 이익과 사적 이익을 넘어서 보다 더 큰 정치적 실체에 관심을 갖고

개인들을 동기부여 시키는 믿음, 태도 및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여, Perry and Hondeghem(2008)은 공공봉사동

기를 ‘공공영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함으로서, 도움이 되려하고 사

회복지(wellbeing)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행동 및 동기’로 보고

있다.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전반적 개념정의는 [표2-2]에 나타

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Perry and Wise(1990)와 Rainey and

Stinbauer(1999)의 정의를 반영하여 공공봉사동기를 ‘공동체에 대한 일반

적인 이타주의적 성향 또는 공공조직과 관련된 동기에 반응하는 개인들

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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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구자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개념

연구자 공공봉사동기의 개념

Perry & Wise(1990)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으로서 공

공조직과 관련된 동기에 반응 

Brewer & 
Selden(1998)

개인이 스스로 의미 있는 공공봉사 또는 공익에 

대한 봉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동기 작용

Rainey & 
Stinbauer(1999)

인류, 국가, 국민, 지역공동체를 위해 가치 있

는 봉사를 하려는 일반적인 이타주의적 동기

Vandenabeele(2007)

사적 이익은 물론 개별 조직의 이익을 넘어서

서 보다 더 큰 실체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들을 

동기부여 시키려는 태도, 믿음, 가치

Perry & 
Hondeghem(2008)

공공부문에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려 하고, 사회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 및 행동

출처: 우소현(2014) “공공서비스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대

2.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차원 및 측정방법

공공봉사동기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Perry and Wise(1990)는 공

공봉사동기가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정적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

았는데, 합리적(rational)차원이란 공무원 즉 공공조직 종사자들이 개인적

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자

신이 얻게 되는 효용을 극대화 시키려 노력한다는 관점이다. 즉, 공익을

위한 봉사나 이타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의 욕구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국가와 사회에 의미 있

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인식과 이러한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

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정책수립 프로그램과 동일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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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동기

부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 동기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특

정한 이익집단을 지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대사회에서 개인

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적인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규범적(normative)차원은 공익에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내용

으로, 다수를 위한 공익, 사회적 형평성, 정부와 부여된 의무에 대한 충성

을 추구한다. 공공봉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노력은 다수에 대한

공익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이 정부의 통치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부여된 의무에 대한 충성

측면과 연결된다.

또한, 사회정의 실현 또는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는 정치적, 경제적으

로 약자인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이며, 이는 공공행정의 정치적

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공사동기에 대한 규범적 형태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공익에 대한 몰입이며, 개인의 견해로서 공익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이타주의적인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 차

원으로서 공익에 대한 몰입은 공공봉사동기의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혜윤, 2006).

감정적(affective)차원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과

관련된 관점이다. 이는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정책

에 대한 몰입, 그리고 선의의 애국심(patriotism of benevolence)을 가지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행에 대한 의지 또는 정책의 사회적 가치에

적극으로 참여함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동정하는 것이다(이근

주, 2005). 즉, 감정적 차원은 타인에 대한 동정과 자기희생에 기초한 개

념이며, 이를 통해 결국 약자에 대한 보호나 선행에 대한지지 등에 기여

하게 되는 것이다(Perry & Wise,1990, 한에스더, 2010).

전술한 바와 같은 공공봉사동기는 합리적, 규범적, 감정적 동기로 다

양성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공무원 도는 공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욕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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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에서 개인효

용의 극대화 경우, 공공봉사동기에서 극히 드물게 나타나지만, 공공 프로

그램에 대한 몰입, 정책형성 과정에의 참여, 특정 이익집단에 대한 지지

등은 합리적 차원의 또 다른 주요 동기가 된다.

한편, 공공봉사동기는 특별한 규범적 성향과 주로 연관되며, 공공봉사

동기의 감정적 측면인 동정심, 자기희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다

루어지기도 한다(Perry & Wise, 1990)

공공봉사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Perry(1996)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김상묵, 2013). Perry(1996)는 합리적 차원의 동기를 공공정

책에 대한 호감도(attraction to public policy making; APM)를 측정함으

로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규범적 차원의 동기 측정으로는 사회정의(sosial justice), 공익몰

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CPI), 시민의무(civic duty)를 제안하

였으며, 감정적 차원의 측정은 동정심(compassion; COM)과 자기희생

(self-sacrifice; SS)을 언급하였다.

Perry(1996)는 공공봉사동기를 측정하는 40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대학교교직원, 대학원생, 지방 정부 부서책임자 등 공공부문을 배경으로

한 376명의 응답을 분석함으로서, 사회정의와 시민의무는 공익몰입과 서

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봉사동기의

측정척도로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APM), 공익몰입(CPI), 동정심(CO

M), 자기희생(SS)의 4가지 측정차원에 대한 24개의 설문문항을 개발하

였다(김상묵, 2013)

Coursey and Pandey(2007)는 Perry(1996)의 4가지 측정차원 중에 자

기희생을 제외하고 공익몰입, 공공정책호감도, 동정심으로 축약된 10개

의 설문문항을 공공봉사동기 척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정책호

감도에 대한 추가적인 측정척도의 개발과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후 Perry, Brudrey, Coursey and Littlepage(2008)는 Perry(2006)

의 24개 문항중에서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의 3가지 차원에 대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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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항만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봉사동기를 측정함으

로서, 공공봉사동기의 3가지 차원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한편 Kim(2009b)은 공공봉사동기에 대하여 4개 하위차원을 주장한 P

erry(2006)의 24개 문항이 한국적 상황에서도 적용가능한지 검증하였고

그 결과 한국적 상황에서 공공정책호감도(APM)가 공공봉사동기의 타당

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김성묵, 2013)

또한, Kim and Vandenabeele(2010)는 공공봉사동기를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개

념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호감도는 공공참

여에 대한 호감도로, 공익몰입은 공공가치에 대한 몰입으로 재정의되어

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김상묵, 2013).

[표 2-3] 연구자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측정차원

연구자 공공봉사동기 측정차원

Perry(1996, 1997)
공공정책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Coursey & Pandey(2007) 공공정책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Perry, Brudrey

Coursey & Littlepage(2008)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Kim & Vandenabeele(2010)
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치 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이근주(2005)
공공정책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김서용ㆍ조성수ㆍ박병주(2010)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출처: 우소현(2014) “공공서비스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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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이근주(2005)가 Perry(1996)의 공공정책호감도(APM), 공

익몰입(CPI), 동정심(COM), 자기희생(SS)의 24개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공공봉사동기를 측정하였으며, 김서용ㆍ조성수ㆍ박병주(2010)는 Perry(199

6)의 24개 문항 중 공공정책호감도(APM)를 제외하고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에 대한 11개 설문문항으로 공공봉사동기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Perry(1996)가 제안한 공공봉사동기의 4개 하위차원인 공

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을 공공봉사동기의 측

정차원으로 보되, Kim(2009b)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공공정책호감도(A

PM)에 대한 한국적 상황에서의 부적절성을 반영하여 공공봉사동기의 개

념을 구성하는 하위 측정차원으로 공익몰입(CPI), 동정심(COM), 자기희

생(SS)을 선택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Crewson(1997)은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한(Federal Employee Attitude Survey)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Naff and Crum(1999)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하여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이직경향이 낮고 직무만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Bright(2008)도 공

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은 공무원들이 정부조직의 특성 및 과 업무와의 조

화를 이룰 때 직무만족이 높아지고 이직경향도 낮아짐을 밝혔다(김상묵,

2013).

Wright and Pandey(2008)는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조직구성원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무원 개인

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면 이를 매개로 직무만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Taylor(2008)도 호주를 대상으로 한 사회태도조

사(Australian Survey of Social Attitudes)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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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유의미한 관계임을 알아내었

다.

우리나라 역시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김상묵(2003)은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봉사동

기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후속 연구로 공공조직에서 공공봉사동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에 대한 세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손명구(2006)는 서초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마찬가

지로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따라서 공익에 대한 봉사를 업무로 삼는 공무원들의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봉사동기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한편,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로는 Brewer and Selden

(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연구에서는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적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후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Lewis and Frank(2004)는 정부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동

기를 가진 개인들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의 역할을 연

구하였으며, 연구 결과 공공봉사동기의 역할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다르게 나타나며, 공공봉사동기는 각 부문에서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한에스더, 2010).

국내에서는 이근주(2005)가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여,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으면,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종사자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

한 방안으로는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높

은 수준의 공공봉사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종사

자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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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태준ㆍ윤수재(2008)의 연구에서는 공

공봉사동기가 조직성과 향상에도 기여함을 밝혔으며, 조직원에게 동기부

여를 시킴으로서 공공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

라서 공무원들의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하며, 공공봉사동기 수준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Perry(1997)는 개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종

교의 사회화(religious socialization), 부모의 사회화(parental socializatio

n), 정치적 성향 등을 공공봉사동기의 주요 선행요인으로 추정하고 연구

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의 사회화 및 부모의 사회화가 공공봉사동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수준 또한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 또한 Perry(2000)는 공공봉사동기의 과정이론을 통해 공공

봉사동기를 형성하는 변수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종교 경험, 교육수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한 가족사회화, 공익을 위한 자

원봉사 등을 선행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한에스더, 2010).

Bright(2005)는 주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과 공공봉사동

기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개인의 특성 중 교육수준과 성별이 공공봉사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공공봉사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Dehart-Da

vis, Marlowe and Pandey(2006)는 성별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는데, 여성이 공공정책호감도 및 동정심에서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높은 공공봉사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더 높은 긍정

적 상호작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김서용, 2009).

Camilleri(2007)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공공봉사동기가 높으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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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도 높음을 발견하였고 Moyni

han and Pandey(2007)는 교육수준이 높으면 공공봉사동기의 수준에 영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김서용(2009)은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공봉사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학력 등은 공공봉사동기에 영

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김서용ㆍ조성수ㆍ박병주(2010)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일반사

회화 요인을 회귀분석하여, 앞서 언급된 연구와 달리 여성이 남성에 비

해 낮은 공공봉사동기를 보이고, 종교활동, 부모역할, 봉사경험이 공공봉

사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amilleri(2007)는 몰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특성, 직무가 가지

고 있는 특성(job characteristics), 조직에 대한 조직원의 인식(employee

perception of organization), 역할 상태(role states), 조직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상급자와의 관계(employee-leader relations)를 독립변수로 하

여 이러한 변수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몰타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는 조직에서의 환경에 기인한 결과임을 밝

혔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높아질수록 공공봉사동기가 낮았는

데, 이는 모호성이 높아질수록 업무 수행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떨어지

기 때문에 공공봉사동기가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한에스더ㆍ이근

주, 2012).

또한 상급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공공봉사동기가 높았으며, 업

무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서용(2009)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내재적

유인에 대한 만족이 긍정적일수록 공공봉사동기도 높았으며, 후속연구로

김서용ㆍ조성수ㆍ박병주(2010)는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차원에 따라 다르

지만, 긍정적인 상사의 역할 및 동료와의 친밀한 관계가 높은 공공봉사

동기 수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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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서비스나 사회적 봉사에 대한 경험은 공공봉사동기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으나, 공직생활 중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은 공공봉사동기

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에스더ㆍ이근주(2012) 역시 업무특성과 조직경험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업무 모호성은 공공봉사동

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

여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수행된 업무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공공봉사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

봉사동기가 더 높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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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직 몰입

1.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Organization Commitment)을 통해 조직원들의 심리적 상태

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태도변수로의 연구

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조직행동 분야에 있어 조직구성원들

이 보여주는 행동에 대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조직성과

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진 이후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

어져왔다.

그러나 조직몰입의 정의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이 경영학, 심리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자들이 다른 정

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류

지원, 2005). 그러나 비록 조직몰입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다고 해도 여러 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접근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직에

대한 헌신, 조직가치와 목표에 대한 강한 신뢰와 애착, 조직구성원의 자

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몰입이 단순히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으며, 개인의 조직을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조직에의

공헌 정도로 측정되는 상대적 강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강혜미, 이형룡,

2012).

한편, 몰입(commitment)이라는 용어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많이 다루

어져왔는데, 사회학자들은 조직과 개인의 양쪽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몰

입이라는 용어를 기술적 개념으로 다루어왔으며, 개인이나 잡단의 행위

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이현경, 1994).

즉, 몰입은 현재 어떠한 대상에 강력하게 흡수되어 빠져있는 상태로

서(Csilszentmihalyi, 1990), 학자들마다 정의에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직몰입은 특정조직에 속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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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또는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조직에 계속 존속하려는 의지로 이해되

고 있다(황윤정, 2010).

Wagner(1992)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사

와 조직에 남으려는 의지로 조직몰입을 정의하고 있다(Wagner, 1992).

Becker(1960)는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몰입을 사람들이 이

전의 투자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Ka

nter(1968)는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이 그들의 에너지와 충성심을 조직

에 투입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아체계의 애착감’으로 정의하였다.

조직몰입은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강한 신념과 수용, 조직행동에

대해 노력하려는 의지, 그리고 조직의 멤버십을 유지하고자 하는 희망’으

로 정의하며, 조직의 가치관과 목적을 내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일시, 조직

에 대한 애착감, 조직에 계속 존속하고자 하는 욕구인 근속의 세가지 하위

개념으로 정의된다.

Buchanan(1974)은 조직몰입의 개념으로서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대

해서 열성적인 지지와 애착을 보이는 것 즉,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관련

된 역할에 대한 애착, 업무역할에 대해 열중 또는 전념하는 몰입, 조직

그 자체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충성심을 제시하였다. Ferris(1981)는 ‘특

정조직과 관련한 개인의 정체성, 몰입의 상대적 강도, 조직을 위해 노력

하고 조직에 머무르려는 의지’로 정의 하였다.

그 외에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국내 저널에서 여러 연

구자들이 정의한 조직몰입에 대한 개념을 [표 2-4]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에 정리된 개념적 정의를 근거로 조직 몰입을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애착심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

시킴으로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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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조직몰입의 개념적 정의

연구자
(연도) 조직몰입의 개념

우영일
(2008)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기꺼이 노력과 충성을 바
치려는 의욕, 개인의 존재를 조직과 동일시하거나 결합시키
려는 태도, 조직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신념

김준모
(2009)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의 정도 또는 조직원이 조직에 대
해 갖는 긍정적인 감정의 애착으로 정의하며 조직에 대한 
조직원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한다.

강상욱
(2010)

조직과 관련되어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 상태. 조직의 발전
과 지속적 경영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도

이현주
(2010)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나 가치를 자신에게 내재화하여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써 조직성과를 성취하려는 의지의 정도

김준근
(2011)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조직에 노력을 제공하고 조직과 자신
을 동일시하며, 충성하고자 하는 정도. 즉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태도나 성향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동일
시로 조직목표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성향

백주은
(2011)

조직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킴으로서 조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조직구성원으로 존속하고자 하는 태도

이호남
(2011)

개인이 조직에 얼마나 일체감을 느끼고 조직에 몰두하는지
의 정도

백은엽
(2011)

조직의 목표나 가치를 자신에게 내재화하여 조직과 스스로
를 동일시하며 조직에 존속하여 조직성과를 달성하고자 하
는 정도

윤경아
(2011)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자신의 것과 동일시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의지 또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

박경환
(2012)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동일시하려는 정서적 반응

고환상,
서재현
(2012)

구성원들이 조직의 가치나 목표를 성취하려는 강한 신념
자발적으로 조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 및 조직
구성원으로 존속하려는 의욕

출처: 김명점(2014) “교육훈련이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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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Allen & Meyer(1991)는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가지

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보았으며, 조직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조직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의

욕을 갖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Mowday, Porter, Steers 등(1982)은 조직몰입을 개인이 특정조직에

대하여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와 조직에 관여하려는 상대적 정도로 보

았다. 즉, 조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헌신과 희생의사,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강한 신뢰와 애착, 조직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욕

구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 견해가 보편적 조직몰입의 개념으로 인정받

고 있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Mowday 등은 조직특성 요

인과 개인적 요인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인간중심인 조직의 특성, 직무중

심인 조직의 특성처럼 조직문화와 관리구조, 관리자의 리더십, 후생복지,

보수, 승진, 자원의 부적합성 등과 같은 변인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이인

숙, 2006).

Bateman & Strasser(1984)는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로 조직에 대한 노

력 의지, 충성심,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려는 정도, 그리고 조직에 존속하

려는 욕망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O'Reilly & Chatman(1986)은 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과 조직의

발전과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는 상

태로 정의하였다.

강한 정서적 몰입을 가진 구성원들은 자신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동일시 하는데 반해, 지속적 조직몰입 이 강한 구성원들은 경제적 문제

등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조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한

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으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 이상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심원술,1998). 한편, 규범적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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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구성요소 내      용

Kanter
(1968)

지속적 몰입

이전의 개인적 투자나 조직에 존속함으로
서 얻는 이익이 조직을 떠남으로서 생기
는 비용보다 많아 조직을 떠나는 것이 불
가능해져 나타나는 헌신

응집적 몰입
이전의 사회적 유대를 포기하기 어렵고, 
집단의 응집력에 의해 생기게 되는 조직 
내에서의 관계에 대한 애착

통제적 몰입

조직의 규범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
념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거나,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형성하고자 
하는 조직규범에 대한 애착

Buchanan
(1974)

감정적 몰입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자신과 동일화

역할에의 몰입
조직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업무활동에 대
한 심리적 열중 또는 전념

조직에 대한 
몰입

조직 자체에 대해 가지는 충성심

Steer
(1977)

소극적 몰입 조직에 대한 애착에 머무르는 몰입

적극적 몰입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행
동을 유발하는 몰입

Angel &
Perry
(1981)

가치 몰입
조직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 조직
에 대한 자부심으로 몰입

근속 몰입 조직구성원으로 존속하려는 의지

Mowday,
Porter &
Steer
(1982)

규범적 몰입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신뢰, 조직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 및 애착

근속 몰입 조직에 존속하려는 강한 욕구

O'Reilly
& 

순종
조직으로부터의 보상을 위한 행동으로의 
몰입

을 가진 구성원들은 보통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가 많으며, 조직

의 보호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허진호, 2007).

[표 2-5]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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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man
(1986)

동일시
조직과 자신을 하나로 인식하고, 조직내
에서의 관계형성과 유지에 대한 몰입

내재화
자신의 목표나 가치가 조직의 목표와 가
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의 성
취를 위한 노력으로 생성되는 몰입

Meyer &
Allen
(1990)

정서적 몰입
조직구성원으로의 자부심, 감정적 애착, 
조직과의 동일시를 통한 자발적 몰입

지속적 몰입
조직에의 존속 및 이탈이 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조직에 대한 예의, 조직에 대한 의무감 또
는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몰입

출처 : 김겸훈(2009), 송영선(2008), 김흥수(2008)를 참조 재구성

정서적 몰입은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바

탕으로 하는 근속적 몰입과 구분되며,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상태와

자발성을 강조한다(이호규, 2012). Morrow(1983)는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충성심 또는 애착심으로 정의하고, 조직구성원의 가치관과 관련된

심리적인 특성을 세분화하였는데,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욕구 또는 집착,

조직에 대한 충성심,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 조직에 대한 동일시

(identification) 등을 조직몰입에 대한 중요한 구성요소로 파악하였다(최

경희, 2004).

천승현(2007)은 정서적 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감성

적 느낌, 긍정적 공감대, 높은 참여의식을 반영하여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

리적 애착의 정도라고 하였다. 심리적 애착의 형태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정서적 몰입이며, 조직에 대한 충성과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사회

적 행위를 의미한다. 조직몰입에 대한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

지만 본 논문에서는 조직몰입의 구성요인을 Meyer & Allen(1990)에 의해

정의된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

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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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정서적 몰입은 스스로 원해서 조직에 몰입하는 행동을 말하며, 정서

적 몰입을 가지는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대해서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애

착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심리적 애착은 조직의 목표 및 가치를 구성원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다.

정서적 몰입은 심리적 몰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고 자신이 조직의 구성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

서적이고 감정적인 조직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강제상 외, 2006). 즉,

정서적 몰입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원이

조직에 대해 갖게 되는 감정적 애착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서적 몰입이

강하면 조직의 가치관과 목표를 순순히 받아들이며, 조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하려는 자세를 갖게 된다. 따라서 강한 정서적 몰입

을 가진 조직 구성원은 당연히 자신이 속한 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강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조직 내에서의 경험하게 되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 스스로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조직에 남아있으

면 조직으로부터 이러한 직무 경험을 계속해서 부여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백주은,2011).

Kanter(1968)는 정서적 몰입을 조직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정서적이

고, 감정적인 애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Buchanan(1974) 역시 정서적

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조직자체나 조직의 목적 또는 조직의 가치 등에 대

해 가지는 정서적 애착과 열정으로 정의한다. 한편, Salancik(1977)은 정

서적 몰입을 개인이 자신의 행위, 행동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스스로 구

속되는 상황이라고 표현하였다.

Meyer(1993)등은 정서적 몰입이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서 자신의 직

무에 몰두할 때 경험하는 즐거움으로 정의하면서, 정서적 몰입이 강한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노력을 경주

하게 된다고 하였다(김영환, 2010: 35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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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규범적 몰입은 지속적 몰입과는 개념적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조직구

성원이 조직의 규범을 자신에게 내재화시키는 것으로 개념화하며, 조직

의 가치와 사명을 받아들여 조직에 대해서 도덕적인 충성심과 의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엄자영, 2002)

또한 규범적 몰입은 조직원이 의무감에 의해서 조직에 지속적으로 머

무르려고 한다는 견해가 있다(이호남, 2009).

Allen & Meyer(1990)는 조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신념을 규범적 몰

입으로 보았으며, 조직 구성원이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껴, 조직이 부여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또는 내재적인 가치관이라고 하였다.

김준모(2009)는 규범적 몰입을 개인이 조직에 들어오기 이전이나 또

는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의무감에 의해서, 조직에 남으려고 하는 몰입의

형태라고 하였다. 또한 박재연(2007)은 규범적 몰입을 조직에 대한 도덕

적 의무감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를 또한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구성원으

로서 조직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믿는 가치관이라고 하였다.

이현주(2010) 역시 규범적 몰입을 개인이 조직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

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는 도덕적 의무감, 즉 조직에 계속 남아 충성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규범적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도덕

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조직에 계속 머무르기 때문에 형성되는 몰입이라

할 수 있다.

김지영(2007)은 규범적 몰입을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계산적인 측

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로, 이직과 관련된 비용 손실 때문

에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거나, 개인의 명성에 해

를 끼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현재의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정도를 의

미한다고 하였다. 허진호(2008)는 규범적 몰입을 조직과의 제휴를 의미

한다고 하였으며, 책임을 지각하는 것, 개인이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한다

고 의무감으로 느끼는 정도라고도 하였다. 즉 규범적 몰입은 조직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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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에 대한 사명감 혹은 임무 때문에 조직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

고 느끼는 것 또는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달성을 위

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몰입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 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에서의 재직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크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높은 경향을 나타낸

다(백주은, 2011).

다.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비용에 대한 이유

로 인해 조직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이다(황윤정, 2010). 또한 All

en & Meyer(1990)는 지속적 몰입을 조직에 있음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

과 조직을 떠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경제적인 측

면의 몰입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은 조직과 관계를 맺으면서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업무 수행에 기울인 노력, 투입한 시간, 조직 내 다

른 구성원들과의 인간관계, 조직에서 습득한 기술 등이 투자 또는 투자

에 의한 결과물이 될 수 있다. 정서적 몰입이 조직에 대한 순수한 애착

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지속적 몰입은 본인과 조직과의 관계

에서 경제적 사유 즉 존속에 의한 이익, 이직으로 인한 손실 등 이익과

손실 여부에 의해 나타나는 비자발적 몰입이다(Allen & Meyer, 1990).

따라서, 지속적 몰입은 타산적 몰입(calculative commitment)과 유사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Becker(1960)는 타산적 몰입을 조직구성원

이 조직생활을 중단하게 되면 보수로 인한 경제적 축적을 할 수 없게 되

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직 활동을 하

게 되는 정도라고 하였다.

박선영(2009)은 지속적 몰입을 자신이 소속된 조직을 떠나게 되면 그

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

한 목적으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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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지속적 몰입은 스스로는 원하지 않아도 조직에 어절 수 없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 상태(need to)라는 점에서 정서적 몰입과는 다른 비자

발적 몰입의 형태라 할 수 있다(Allen & Meyer, 1990). 즉 지금의 상황

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서 투자해 온 것을 잃게 되거나, 이직과 같은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몰입으로, 애착을 가진 몰입이 아

니라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 몰입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적 몰입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몰입일 경우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

지만, 조직구성원이 생계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특별한 상황에서 비자

발적으로 몰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백주은, 2011).

3. 선행연구 검토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구로서 진행되어 왔다.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베커(B

ecker, 1960)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연구가 선행변인 및 결과변인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들을 보면 크게 직무와 관련된 변인, 조직과 관

련된 변인, 그리고 개인적 변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조직

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가치 기준으로서 이해되어 왔으며, 조직문화 속에는 조직몰입을 증가시

키는 문화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다양한 문화적 특성은 특성별

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어떤 형태인지

를 알아야만 한다고 한다(허진호, 2007).

서인덕(1986)은 친화적인 문화 유형이 다른 문화유형에 비해 조직몰

입이 높으며, 김원석(1990)은 인간중심적인 집단에서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조직의 상호 협조성 등 집단적인 행동 특성속에

조직구성원의 응집력을 높이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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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코티스와 섬머스(Decotils& Summers, 1987)는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특성, 조직운영, 조직구조 등의 선행변인들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인 반면, 조직풍토는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신뢰, 자율성, 응집

력 등 혁신적인 조직풍토가 강할수록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진다

고 한다.

폴(Paul, 1993)은 조직이 원하는 산출물,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성

과와 문화의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우수한 조직문화는 조직몰입이나 성

과와 같은 조직의 중요 산출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닉슨

(Nixon, 1994)도 조직구성원이 각자의 업무영역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

하는 조직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조직몰입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브루어

(Brewer, 1996)도 조직원의 경영 참여, 권한의 하부 위임, 합리적 자원의

할당 등이 이루어지는 조직에서 조직몰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로이와 고세(Roy & Ghosh,1997)는, 내적, 외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조직의 내적, 외적 환경에 대한 지각과 조직

몰입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의 환경에

관한 지각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브라함(Abraha

m,1999)의 연구에서도 조직구성원들이 작업환경에 대해 감정적으로 만족

하는지의 여부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 조직문화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조직

에 몰입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는데, 연구 결과 조직구성

원이 개별 또는 집단의 두 문화적 특성이 공유하는 가치인 조직 유연성

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가 감정적 혹은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반면조직안정성에 대하여 조직구성원이 어떻게 지각하는지 여부

가 타산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드와 샤롯트(Boyd& Charlotte,1992)는 조직의 목표달성 및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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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목표가 조화되

어 조직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선행요인으로

서 상사리더십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에 리더십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음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덕로(1994)

는 리더십 유형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로서, 정서적 몰입과

변혁적 리더십이 강한 정(positive)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서머스(Summer,Bae,& Luthans, 1996)는 실증조사를 통해, 한국의 경

우 조직몰입과 관리스타일간의 관계는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오릴리와 차트먼(O'Relly & Chatman,1986)의 연구에서도 변혁적 리

더십은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터

와 배스(Hater& Bass,1988)는 리더십 간의 비교 연구에서 모범적인 행

동, 목표나 비전에 대한 수행 의지 등 부하직원에게 강한 조직몰입을 유

도하는데 있어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한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구성원 간에 조직몰입의 정도 차이가 나타

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다. Buchanan(1974)의 연구에서는 기업

체와 정부의 조직몰입도를 비교하였는데, 정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도

가 기업체 조직구성원의 몰입도보다 낮게 나타났고, Volker위원회의 보

고서에 의하면 공무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사

명감이 위축되어 몰입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한 관리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반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에 조직몰입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

과도 있다. Steinhaus and Perry(1996)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

업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 자율성, 근무 연한, 노사관계는 조직몰입과 관

련이 있으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에는 조직몰입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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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구성원간에 나타나는

조직몰입 정도를 구분하기 보다는 산업 간의 구분이 각각의 산업에서 나

타나는 조직몰입 수준을 예측하는데 유리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차이가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Choudry, 1

989; KleinandPerter, 199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조직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직접적인 조직몰입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각 각의 조직특성과 세부적인

다른 요인들의 결합으로 인한 연계효과로 인해 조직몰입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34 -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세부요인(환경요인, 설계요인, 인적요인)이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유형 및 PSM

이 조절변수로서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구

성된 연구모형은 그림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교육훈련>

   •

PSM(공공봉사동기)
 •공익몰입(CPI)
 •동정심(COM)
 •자기희생(SS)

조직몰입

조직유형
 •공공조직
 •민간조직

 환경요인
 •조직지원

 설계요인
 •교육내용

 인적요인
 •학습동기

※ 통제변수 : 학력, 연령, 성별, 직위, 근속연수, 결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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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모형에서 보듯이 독립변수로는 교육훈련을 설정하였다. 교육훈

련의 하위차원을 환경요인, 설계요인, 인적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각의 요인

에 대해 조직지원, 교육훈련 내용 및 학습동기를 세부사항으로 구성하였다.

공공봉사동기를 구성하는 하위차원은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Perry and Wise(1990)의 정의를 따르되, 한국적 정서를 고려하여

Perry(1996)의 척도가 적용가능한지 살펴본 Kim(2009b)의 연구결과에서

공공정책호감도(APM)가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정책

호감도를 제외한 공익몰입(CPI), 동정심(COM), 자기희생(SS)의 3가지 차원

으로 구성하였다.

교육훈련 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는 조직몰입을 설정하였고,

본 연구가 교육훈련의 세부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조직유형

에 따른 영향의 차이 그리고 PSM 따른 조직몰입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PSM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교육훈련과 조직몰입 관계에서의 조

절효과와 조직유형에 다른 조절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는 많은 연구에서 PSM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결혼여부 및 근속연

수를 설정하였다.

2. 가설 설정

가. 교육훈련의 세부요인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가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 하나로서의 교육훈련을 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의 세부요소 즉 환경적, 교육설계적, 인적요인

에 따른 조직몰입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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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 교육훈련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교육훈련의 환경요인(조직지원)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2 교육훈련의 설계요인(교육내용)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3 교육훈련의 인적요인(학습동기)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나. 조직유형에 따른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가설

그동안 진행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종사자들을 비교한 연구들을 보

면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들의 조직몰입 수준에 차이가 없

다는 연구와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혼재되어 있다. 반면 교육훈련은 조

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세부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가설 2-1 조직지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교육내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학습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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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PSM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공공봉사동기(PSM)는

학습동기, 교육참여 의지의 강화 등 교육훈련의 영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 PSM 수준은 교육훈련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

절효과를 미칠것이다.
  가설 3-1 CPI는 조직지원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3-2 CPI는 교육내용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3-3 CPI는 학습동기와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3-4 COM은 조직지원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3-5 COM은 교육내용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3-6 COM은 학습동기와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3-7 SS는 조직지원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효

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3-8 SS는 교육내용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효

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3-9 SS는 학습동기와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효

과를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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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조직유형에 따른 PSM의

조절효과 차이에 대한 가설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서 PSM의 조절효과 수준은 조직유형

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PSM의 조절효과는 조직유형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1 조직지원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CPI의 조절효과는 조직유형에 따

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조직지원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COM의 조절효과는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3 조직지원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SS의 조절효과는 조직유형에 따

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4 교육내용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CPI의 조절효과는 조직유형에 따

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5 교육내용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COM의 조절효과는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6 교육내용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SS의 조절효과는 조직유형에 따

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7 학습동기와 조직몰입 관계에서 CPI의 조절효과는 조직유형에 따

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8 학습동기와 조직몰입 관계에서 COM의 조절효과는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9 학습동기와 조직몰입 관계에서 SS의 조절효과는 조직유형에 따

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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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의 구성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 조직몰입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을 Porter, Steers, & Mowday(197

9)는 개인이 조직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며,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수용

하고자 하는 개인적 신념, 조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정도, 조직

과 멤버십을 유지하려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Allen & Meyer(1996)는 조직구

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련된 심리적인 특성이며,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조직에 대한 자발적 애정을 가

지고, 조직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의욕을

갖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조

직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 대해 애정을 가짐은 물론 조

직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라고 정의하

고 조직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Allen & Meyer(1996)에 의해

개발되고 김영주(2011), 박순명(2010)에 의해 사용된 도구를 수정 활용하였

다.

단,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몰입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조직몰입의 하위변

수인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분

석하되, 결과에 있어서는 통합하여 활용한다.

나. 공공봉사동기

공공봉사동기의 경우 연구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개념을 정

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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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erry and Wise(1990)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즉, 공공봉사동기를

공공조직 또는 공익에 대한 봉사 등과 관련된 동기에 반응하는 개인들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차원은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Perry(1996)

의 측정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김성묵(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

고,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다.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Noe & Schmitt(1986)에 따라 “학습자가 교육훈련과 자신

의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자 하는 정도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 피훈련자의 열망”으로 정의한다. 한

편 이에 대한 측정은 본 연구에서는 Hick & Klimoski(1987)의 문항을

기본으로 신정하(2005)의 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라. 교육내용

교육훈련 내용이란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참가자에게 무엇을 학습시킬

것인가를 의미하는데 Bramley(1991)는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좋다고 하였고, 교

육의 내용과 직무간에 공통적인 요인이 많을수록 교육 후 업무 성과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Alliger(1997)는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의 내용에 대해

실용적이라고 지각하면 할수록 취득한 지식을 실무에 적절히 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신정하(2006)는 교육의 목적은 교육 참여자들의 지식,

태도,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내용이 유익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여

부와 업무관련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업무관련성이란 교육훈련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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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교육이 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측정은 Buckley & Caple(1995)과

Baldwin & Ford(1988)이 교육내용에 대해 측정한 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다.

마. 조직의 지원

조직지원(organizational support)은 Blau(1994)의 사회적 교환이론(So

cial Exchange Theory)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Eisenberger, Hunti

ngton, Hutchinson 및 Sowa(1986)는 조직의 지원을, 조직이 구성원의 공

헌을 얼마나 존중해주고, 구성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

느냐에 관하여 조직 구성원이 갖는 신념이라 하였고, 김소나(2010)는 조

직지원을 조직의 특성에 관련된 요인으로 보고, 업무수행 중에 일어나는

학습전이를 위해 동료와 상사의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을 기업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상사와 동

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교육훈련을 권장하는 조직 분위기에 대

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김성

완, 김재훈(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을 참고하였다.

2. 설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로 교육훈련, 조

절변수로 공공봉사동기, 종속변수로 조직몰입에 대해 각 각 구분하여 설

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교육훈련은 상사지원 3문항, 동료지원 3문항, 기관지원 4문항을 총 10

문항을 조직지원으로 분류하였고, 교육내용 5문항,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6문항 등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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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는 공익몰입(CPI) 5문항, 동정심(COM) 4문

항, 자기희생(SS) 4문항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수인 조직

몰입은 정서적 몰입 5문항, 지속적 몰입 5문항, 규범적 몰입 4문항을 선

정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근속연수, 직위, 조직유형 등에 대해 각 1문항씩 총 7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전체 설문 수는 총 55문항이며, 인구통계학적 변

수 7문항을 제외한 48개 문항은 각 각의 문항에 대하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3-1] 설문지의 측정문항 구성

구분 측정변수 하위요인 문항수 설문항목 출처

독립변수 교육훈련

조직
지원

상사지원 3 5.1~5.3
김성완 외

(2003)동료지원 3 5.4~5.6
기관지원 4 5.7~5.10

교육내용 5 4.1~5 Uckley & 
Caple(1995)

학습동기 6 3.1~6 신정하(2005)

조절변수 공공봉사
동기

공익몰입 5 2.1~5
Perry(1996)
김성묵(2013)동정심 4 2.6~9

자기희생 4 2.10~13

종속변수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5 1.1~5

Allen & Meyer
(1996)지속적 몰입 5 1.6~10

규범적 몰입 4 1.11~14

인구통계
변수

성 별 1 6.나
연 령 1 6.가

결혼여부 1 6.라
최종학력 1 6.다
근속연수 1 6.바

직 위 1 6.마
조직유형 1 6.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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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야 하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 전력거래소 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

을 받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교육훈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설문응답자는 대부분 전력산업

종사자라는 특징이 있다.

설문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전

력거래소의 연간 교육인원은 2천여 명이지만, 온라인 교육자 및 교대근

무자 대상 필수교육과정을 제외하면, 집합교육을 받는 인원은 약 1천여

명 수준이다. 이 중 해당 기간에 교육을 받은 214명의 교육자를 대상으

로 55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배포 및 회수하였고, 불성실 응답 및

결측자료(미완성 설문)를 제외한 179개 설문(설문자의 83.6%)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를 통하여 교육훈련의 세부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유형에 따른 차이,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PSM

의 조절효과 및 조직유형에 따른 PSM 조절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실증분석용 통계패키지로 SPSS Win 22.0을 사용하였다.

분석절차는 우선 변수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측정문항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고, 설문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통하여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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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정한 후 측정값이 0.6 이상일 경우에만 사용하였다.

세 번째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별 평균 비교를 위해 독립

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

y ANOVA)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로, 교육훈련의 세부요인과 조직몰입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 번째로, 조직유형별 분석을 위해 2개 블록(공공조직, 민간조직)

으로 구분한 후, 각 각의 블록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서 교

육훈련과 조직몰입 관계에 있어 조직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여섯 번째로,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PSM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위계적 회귀분석시

상호작용항에 의한 다중공선성 완화를 위하여 변수에 대한 평균중심화

(Mean Centering)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조직유형에 따른

PSM의 조절효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2개의 블록(공공조직, 민간조직)

에 대하여 각 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서, 조직유형간 PSM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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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및 결과 해석

제 1 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유효

응답자 179명 중 남성 156명, 여성 23명으로 남성이 87.2%의 압도적 비

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력거래소 교육센터에서 교육받는 교육생들이 대

부분 전력산업 종사자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56 87.2

여성 23 12.8

연령
20~29세 23 12.8
30~39세 88 49.2
40~49세 47 26.3

50세 이상 21 11.7
결혼여부 기혼 116 64.8

미혼 63 35.2

학력
고졸(12년) 3 1.7

전문대졸(14년) 34 19.0
대졸(16년) 124 69.3
석사(18년) 18 10.1

근속연수

1~5년 70 39.1
6~10 33 18.4
11~15 28 15.6
16~20 23 12.8

21년 이상 25 14.0

직위

대리 이하 83 46.4
과장 45 25.1
차장 37 20.7
부장 10 5.6

이사 이상 4 2.2
조직유형 공공조직 104 58.1

민간조직 75 41.9
표  본  합  계 1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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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 23명(12.8%), 30대 88명(49.2%), 40대 47명(26.

3%), 50대 이상 21명(11.7%)로 30대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116명(64.8%), 미혼이 63명(35.2%)를 점유하여 기

혼자가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 3명(1.7%), 전문대졸 34명(19%), 대졸 124

명(69.3%), 석사 18명(10.1%)으로서 대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속연수는 1~5년 70명(39.1%), 6~10년 33명(18.4%), 11~15년 28명(1

5.6%), 16~20년 23명(12.8%), 21년 이상 25명(14%)으로 경력 5년 이하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전력거래소

교육센터의 교육이 일반적으로는 전력산업 관련 전문교육이므로 6년~15

년 사이의 경력직원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소 다른 결과였다

직위의 경우는 대리 이하 83명(46.4%), 과장 45명(25.1%), 차장 37명

(20.7%), 부장 10명(5.6%), 이사 이상 4명(2.2%)으로서 대리 이하가 46%

를 차지하는데 이는 근속연수 분포와 관련하여 5년 이하가 39%를 점유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조직유형은 공공조직 종사자가 104명(58.1%), 민간조직 종사자가 75

명(41.9%)으로서 공공조직 종사자가 다소 많았다. 전력산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공공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민간조직 근무자 비

율이 높았는데, 이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참여가 상대

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 2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1. 타당성 분석

타당성(validity)이란 사용하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측정도구로

측정한 측정값의 정확성과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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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측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

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기초

로 다수의 변수를 몇 개의 요인으로 묶어주어 변수를 단순화함으로서 소

수의 요인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

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방법은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

에서 해를 개선하는 방식인 직각회전방식 중 배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 결정은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

였으며, 1차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5 이하

이거나 어느 요인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 또는 의미가 없이 묶인

항목들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2차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요인분석은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각 각에 대하여 수행하였

고,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KMO(Kaiser-

Mayer-Olkin)와 Bartlett 검정을 함께 수행하였다.

KMO값은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5 이상이면 표본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간

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 판단하는 검정으로, 유의수준이 0.05보다 작

으면 ‘변수간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요인분석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조철호, 2014)

가. 교육훈련에 대한 요인분석

독립변수인 교육훈련의 설문 항목은 상사지원 3문항, 동료지원 3문

항, 기관지원 4문항, 학습동기 6문항, 교육내용 5문항 등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항목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 3개가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은 KMO 표본적합도가 0.903으로 높고, 요인분석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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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인 Bartlett 검정은 유의수준이 .00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요인적재량이 0.5 이하인 경우가 없어 모든 문항을 선택

하고, 상사지원, 동료지원, 기관지원을 조직지원으로 통합한 후 여기에

교육내용, 학습동기 2개 요인을 추가하여 3개 요인을 교육훈련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하였다.

추출된 3개 요인의 분산설명율은 조직지원이 가장 높고, 학습동기, 교

육내용의 순이며, 누적 분산설명율은 60.69%를 나타내었다.

[표 4-2] 독립변수 요인분석 결과

변 수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적재값
요인1 요인2 요인3

교육훈련

조직지원

5.2 .768 .150 .050
5.3 .743 .153 -.008
5.7 .741 .217 .153
5.1 .718 .140 .149
5.6 .716 -.047 .290
5.10 .709 .047 .193
5.5 .706 .292 .217
5.9 .667 -.022 .187
5.8 .666 .037 .161
5.4 .572 .244 .066

학습동기

3.3 .103 .830 .089
3.4 .123 .801 .192
3.6 .154 .738 .161
3.5 .182 .723 .232
3.2 .060 .718 .125
3.1 .125 .693 .369

교육내용

4.5 .227 .232 .821
4.2 .218 .175 .792
4.4 .104 .160 .781
4.3 .198 .276 .728
4.1 .332 .429 .649

KMO 표본적합도 0.903
고유값(Eigen Value) 8.088 2.966 1.691

총분산설명율(%) 38.513 14.123 8.0531
누적 분산설명율(%) 38.513 52.635 6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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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봉사동기(PSM)에 대한 요인분석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는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Perry et

al(2008)의 척도를 이용하였으나 Kim(2009b)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정

책호감도를 제외한, 공익몰입, 동정성, 자기희생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

하였다.

1차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낮고 적절하게 분류되지 않은 공익

몰입 2개 항목을 제외한 11개 항목에 대해 2차 요인분석을 하였고, 고유

값 1 이상인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는 김서용 외(2010)에서 사용한

측정 척도와 유사하다.

추출된 요인들은 KMO 표본적합도 0.793, Bartlett 검정은 유의수준이

.00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요인적재량이 모두

0.6 이상으로 적합하였다

3개 요인의 누적 분산설명률은 56.79%이고, 그 중에서 자기희생의 분

산설명률이 30.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3] 조절변수 요인분석 결과

변 수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적재량
요인1 요인2 요인3

공공봉사동
기(PSM)

자기희생
(SS)

2.11 .810 .061 -.018
2.12 .754 -.175 .152
2.10 .694 .102 .129
2.13 .693 .036 .278

동정심
(COM)

2.7 -.002 .716 .003
2.8 .080 .689 -.031
2.6 -.072 .628 .220
2.9 .070 .605 .313

공익몰입
(CPI)

2.2 .093 .028 .845
2.3 .185 .223 .731
2.5 .487 .190 .608

KMO 표본적합도 .793
고유값(Eigen Value) 3.322 1.884 1.041

총분산설명율(%) 30.198 17.126 9.463
누적 분산설명율(%) 30.198 47.324 5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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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은 이론을 바탕으로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14개 문항으로 1차 요인분석을 한

결과, 지속적 몰입 2개 항목의 요인적재량이 .5 이하로 낮아 제외하고 2

차 요인분석을 하였다. 2차 요인분석에서는 규범몰입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의 요인적재량이 .5 미만으로 낮게 나오고, 2개 1개 항목은 어느 차

원으로도 묶이지 않아, 규범몰입 4개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2개의 요인인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은 KMO 표본적합도

가 0.755로 적합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모두 0.6 이상이며,

2개 요인이 조직몰입의 분산을 설명하는 누적분산설명률은 58.8%로서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을 설명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 종속변수 요인분석 결과

변 수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적재량
요인1 요인2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1.4 .791 .107
1.2 .692 .154
1.1 .690 .128
1.3 .684 -.176
1.5 .608 .372

지속적 몰입
1.3 .074 .897
1.2 -.052 .836
1.1 .313 .676

KMO 표본적합도 .755
고유값(Eigen Value) 2.997 1.709

총분산설명율(%) 37.462 21.361
누적 분산설명율(%) 37.462 5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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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는 하나의 대상을 한 가지 측정도구로 반복 측정하

거나 유사한 측정도구로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어

내는 정도를 말한다(이학식 외, 2015).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법, 반

분법, 재검사법, 대안항목법(alternative-form reliability) 등이 있으며(박

남규, 2013),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Cronbach's alpha

(α) 계수를 이용하는 내적일관성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측정 방법으로 내적일관성법을 사용하였다. Cr

onbach α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반

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이학식 외, 2015). 일반적으

로는 Cronbach α 계수가 0.8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고, 0.7 이

상이면 신뢰할만한 수준, 0.6 이상이면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가. 독립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결정된 요인의 하부 문항들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독립변수의 3개 요인인 조직지원, 학습동기, 교육내용 모두

0.8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각 요인의 하부 문항들은 적합한

내적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목제거시 Cronbach α 값이 각 요인의 Cronbach α 값보다 작

아, 신뢰도 수준을 저하시키는 문항이 없고, 모든 문항들이 높은 신뢰도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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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독립변수 신뢰도 분석 결과

하위요인 Cronbach α 설문문항 항목제거시 
Cronbach α

조직지원 .90

5.1 .888
5.2 .886
5.3 .889
5.4 .897
5.5 .886
5.6 .888
5.7 .886
5.8 .892
5.9 .893
5.10 .889

학습동기 .879

3.1 .861
3.2 .869
3.3 .850
3.4 .850
3.5 .857
3.6 861

교육내용 .885

4.1 .859
4.2 .859
4.3 .864
4.4 .875
4.5 .845

나. 조절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추출된 3개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공익몰입(.713)과 자기희

생(.749)은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뢰도 수준을 저하시키는

문항 또한 없다. 반면 동정심은 Cronbach α 값이 0.597로 0.6에 미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Cronbach α 값이 0.7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reliable) 수준,

0.6~0.7이면 허용할 만한(acceptible) 수준으로 보지만, 탐색적 연구인 경우

는 0.5 이상도 허용할 수 있다(Nunally & Bernstein, 1994)는 분석에 따라

동정심의 하부 문항들도 내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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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조절변수 신뢰도 분석 결과

하위요인 Cronbach α 설문문항 항목제거시 
Cronbach α

공익몰입
(CPI) .713

2.2 .635
2.3 .619
2.5 .615

동정심
(COM) .597

2.6 .523
2.7 .511
2.8 .542
2.9 .525

자기희생
(SS) .749

2.10 .713
2.11 .675
2.12 .679
2.13 .697

다. 종속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된 2개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은 Cronbach α 값이 각 각 0.747과 0.765로서

척도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종속변수 신뢰도 분석 결과

하위요인 Cronbach α 설문문항 항목제거시 
Cronbach α

정서적 몰입 .747

1.1 .696
1.2 .703
1.3 .736
1.4 .666
1.5 .707

지속적 몰입 .765
1.6 .781
1.7 .705
1.8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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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통계 및 평균 비교

1. 기술통계 분석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변수, 조절변수 및 종속

변수 각각에 대한 하위요인에 대해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요인

별 인식수준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인 교육훈련의 하위요인에 대해 리커트 5점척도 기준으로 학

습동기는 4.057점, 교육내용은 3.764점, 조직지원은 3.776으로 3개 요인

모두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학습동기는 4점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조직

의 지원이나 교육내용보다는 학습동기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아 교육

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는 자기희생(3.303), 동정심(3.463), 공익몰입

(3.657)이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동정심과 자기희생보다는 공익

몰입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종속변수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정서적 몰입 3.563, 지속적 몰입

3.54로 보통이상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조직몰입 하위요소간의 차이는 거

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스스로의 조직에 대한 몰

입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8] 요인별 평균값 비교

구 분 변수명 하위 요인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교육훈련
학습동기 179 4.057 .5327
교육내용 179 3.764 .5569
조직지원 179 3.776 .5386

조절변수 공공봉사동기
자기희생 179 3.303 .5799
동정심 179 3.463 .4894

공익몰입 179 3.657 .5723
종속변수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179 3.563 .5745

지속적 몰입 179 3.540 .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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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별 평균 비교

각 변수의 하위요인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범주별로 어떠한 차

이를 나타내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 또는 F검증)을 실시하

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 결혼여부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범주

간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하였고, 범주가 3개 이

상인 연령, 학력, 근속연수, 직위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의 결과는 집단 즉 범주 간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므로 범주 간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주 간에 차이가 발생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Tukey방법1) 사

용),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2)도 시행하

였다

가. 조직몰입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조직몰입의 2개 하위요인인 정서적 몰입과 지

속적 몰입에 대해 범주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더미변

수로 처리된 성별, 결혼여부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몰입에

대해 결혼여부가 Levene의 등분산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등분산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의 결과치를 사용하였고, 분산분석(ANOVA)을 수

행한 다른 변수들은 모두 유의수준 0.05 하에서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시

켰다.

조직몰입 하위요인에 대한 t검정 및 ANOVA 분석 결과는 [표 4-9]

에 정리되어 있으며, t검정 결과를 보면 정서적 몰입에 대해서는 성별,

결혼여부에 대해 유의수준 p>.05로 범주 간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으며, 지속적 몰입의 경우는 성별이 p<.05로서 범주 간 평균의 차이가

1) Tukey방법 : 등분산을 가정하며, 모든 집단 간 쌍 비교를 위해 Studentized 범위 통계
량을 사용하고, 엄격한 오차율을 적용. 사례수가 같고 모든 평균의 1:1 비교를 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

2) Levene의 등분산 검정은 귀무가설이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 이며, 유의수준이 <.05
이면,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두 집단의 등분산성이 만족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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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몰입의 경우 성별, 결혼여부에 따른 몰입 정도의 차이가

없으나 지속적 몰입의 경우는 기혼은 평균 3.649, 미혼은 평균 3.391로

기혼자의 지속적 몰입 수준이 더 높다. 이는 기혼자가 경제적으로 더 민

감하기 때문에, 경제적 몰입이라고도 하는 지속적 몰입 수준이 미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9] 조직몰입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 비교

통계
변수 범주 표본수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평균 표준
편차

t or
F p 평균 표준

편차
t or

F p

성별 남 156 3.571 .598 .525 .601 3.562 .818 1.297+ .202여 23 3.504 .375 3.391 .547
결혼
여부

기혼 116 3.567 .579 .130 .897 3.649 .817 2.552 .012미혼 63 3.555 .570 3.338 .699

연령
20~29세 23 3.652 .701

1.001 .394
3.347 .768

6.080 .00130~39세 88 3.509 .503 3.359 .775
40~49세 47 3.548 .653 3.907 .700
50세~ 21 3.723 .511 3.682 .799

학력
고졸 3 3.666 .416

.513 .674
4.333 .333

1.959 .122전문대졸 34 3.505 .465 3.696 .621
대졸 124 3.593 .588 3.508 .808
석사 18 3.444 .691 3.333 .914

근속
연수

1~5년 70 3.611 .611

1.423 .228

3.281 .835

6.422 .000
6~10 33 3.406 .483 3.373 .587
11~15 28 3.500 .466 3.678 .675
16~20 23 3.530 .619 3.927 .666
21년~ 25 3.736 .621 3.973 .804

직위

~대리 83 3.544 .617

1.500 .204

3.321 .778

4.238 .003
과장 45 3.506 .533 3.703 .804
차장 37 3.540 .485 3.756 .655
부장 10 3.880 .654 4.000 .816
이사~ 4 4.000 .489 3.083 .739

+ : Levene의 등분산 가정 기각 (p < 0.05 )

연령, 학력, 근속연수, 직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역시 정서적 몰입

에 대해서는 범주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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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에 대해서는 99% 신뢰수준 하에서 연령, 근속연수 및 직위가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범주 간 구체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비교는 [표 4-10], [표

4-11]에 정리되어 있으며, [표 4-10] 연령 범주간 다중비교를 보면 지속

적 몰입의 경우 20대(3.347)는 40대(3.907)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30대(3.359) 역시 40대(3.907)와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으며 40대의 몰입수준이 가장 높다. 따라서 연령에 의한 지

속적 몰입의 차이는 20~30대와 40대 간에 나타나는 차이이다. 이는 40대

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조직에 계속 머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40대에 자녀교육 등 소비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

한 애착이 강하다는 사회적 통념과 일치한다.

[표 4-10] 지속적 몰입에 대한 연령 범주 간 다중비교

구 분 연령
(I)

연령
(J)

평균차이
(I-J) 표준 오차 유의수준

지속적 몰입

20~29세
30~39세 -.01202 .17759 1.000
40~49세 -.55998* .19298 .022

50세 이상 -.33471 .22889 .462

30~39세
20~29세 .01202 .17759 1.000
40~49세 -.54795* .13701 .001

50세 이상 -.32269 .18417 .300

40~49세
20~29세 .55998* .19298 .022
30~39세 .54795* .13701 .001

50세 이상 .22526 .19905 .670
50세  
이상

20~29세 .33471 .22889 .462
30~39세 .32269 .18417 .300
40~49세 -.22526 .19905 .670

* p < 0.05 (평균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

근속연수의 범주 간 지속적 몰입 수준 평균은 1~5년(3.281)이 15~20

년(3.927) 및 21년 이상(3.973)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6~10년

(3.373)은 21년 이상(3.973)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지속적 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나, 근속년수

21년 이상이 가장 큰 지속적 몰입 수준을 나타내었다.



- 58 -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대한 비교와 마찬가지로, 동일 조직에 오래 근

무할수록 이직이 어렵고 경제적 필요성도 커져서 조직에 대한 애착이 자

연스럽게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직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대리 이하(3.331)와 차장(3.756)간 지

속적 몰입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근

속연수와 유사한 해석을 할 수 있으나, 반면 부장 또는 이사 이상과의

몰입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범주의 표본규모가 작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연령이나 근속연수와는 달리 부장 이상의 상위직급 이라고

해도 조직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근속연수나 연령이 의외로 적은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4-11] 지속적 몰입에 대한 근속연수 및 직위의 범주 간 다중비교

구 분 근속
연수(I)

근속연수
(J)

평균차이
(I-J)

유의
확률

직위
(I)

직위
(J)

평균차이
(I-J)

유의
확률

지속적 
몰입

1~5년
6~10 -.09278 .977

대리  
이하

과장 -.38242 .057
11~15 -.39762 .125 차장 -.43547* .035
16~20 -.64658* .004 부장 -.67871 .065

21년 이상 -.69238* .001 이사 이상 .23795 .973

6~10
1~5년 .09278 .977

과장
대리 이하 .38242 .057

11~15 -.30483 .506 차장 -.05305 .998
16~20 -.55380 .053 부장 -.29630 .801

21년 이상 -.59960* .023 이사 이상 .62037 .526

11~15
1~5년 .39762 .125

차장
대리 이하 .43547* .035

6~10 .30483 .506 과장 .05305 .998
16~20 -.24896 .759 부장 -.24324 .899

21년 이상 -.29476 .605 이사 이상 .67342 .451

16~20
1~5년 .64658* .004

부장
대리 이하 .67871 .065

6~10 .55380 .053 과장 .29630 .801
11~15 .24896 .759 차장 .24324 .899

21년 이상 -.04580 1.000 이사 이상 .91667 .256

21년  
이상

1~5년 .69238* .001
이사  
이상

대리 이하 -.23795 .973
6~10 .59960* .023 과장 -.62037 .526
11~15 .29476 .605 차장 -.67342 .451
16~20 .04580 1.000 부장 -.91667 .256

* p < 0.05 (평균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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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봉사동기

PSM(공공봉사동기)의 하위요인인 동정심, 자기희생, 공익몰입에 대하

여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성별과 결혼여부에 대

한 t검정은 유의하지 않게 결과가 도출되어 범주 간 평균 차이가 없으

나, 연령, 근속연수, 직위 등의 변수는 범주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는 연령, 학력, 근속연수, 직위 등 변수들이 P

SM의 하위요인들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

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연령은 PSM 하위요인 중 동정심(C

OM)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익몰입

(CPI)과 자기희생(SS)은 F값이 각 각 6.177과 5.347로 99% 신뢰구간에

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의 각 범주 간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공익몰입의 경우 50대 이상(3.92)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30

대(3.50)가 가장 낮았다.

범주 간 평균 차이로 30대(3.50)는 40대(3.858) 및 50대 이상(3.92) 범

주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20대(3.608)는 다른 연령대와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희생에 대해서는 20대(3.163)는 50대 이상(3.607)과 그리고 30대

(3.179)는 40대(3.468) 및 50대 이상(3.607)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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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공공봉사동기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 비교

통계
변수 범주 표본수

자기희생(SS) 동정심(COM) 공익몰입(CPI)
평균 t / F p 평균 t / F p 평균 t / F p

성별 남 156 3.312 .740+ .464 3.467 .249+ .806 3.670 1.274+ .209여 23 3.239 3.434 3.565
결혼
여부

기혼 116 3.353 1.584 .115 3.512 1.839 .068 3.686 .999+ .319미혼 63 3.210 3.373 3.603

연령
20~29세 23 3.163

5.347 .002
3.532

.279 .841
3.608

6.177 .00130~39세 88 3.179 3.434 3.500
40~49세 47 3.468 3.484 3.858
50세~ 21 3.607 3.464 3.920

학력
고졸 3 3.416

.862 .462
4.083

4.212 .007
4.000

1.773 .154전문대졸 34 3.441 3.294 3.823
대졸 124 3.270 3.465 3.599
석사 18 3.250 3.667 3.685

근속
연수

1~5년 70 3.075
6.382

+ .000

3.485

.797 .529

3.461

6.338 .000
6~10 33 3.333 3.340 3.646
11~15 28 3.383 3.473 3.666
16~20 23 3.467 3.456 3.811
21년~ 25 3.660 3.560 4.066

직위

~대리 83 3.141
4.132

+ .003

3.479

1.071 .373

3.554

3.227 .014
과장 45 3.522 3.505 3.822
차장 37 3.344 3.337 3.639
부장 10 3.325 3.650 3.566
이사~ 4 3.750 3.500 4.333

+ : Levene의 등분산 가정 기각 (p < 0.05 )

이상의 분석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기희생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20~30대와 40대 이상이 확연히 구분되어 40대 이상에서 자

기희생 수준이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한편, 공익몰입의 경우는 20대의 공익몰입이 30대보다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신입직원들의 경우 상당 수준의 공익몰입도를 가지고 입사하게

되나, 조직에 적응하면서 30대에 공익몰입 수준이 낮아졌다가 40대 이후

에는 다시 공익몰입 수준이 올라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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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연령 범주 간 다중비교

구 분 연령
(I)

연령
(J)

평균차이
(I-J) 표준 오차 유의수준

자기희생
(SS)

20~29세
30~39세 -.01593 .13110 .999
40~49세 -.30504 .14246 .144

50세 이상 -.44410* .16896 .046

30~39세
20~29세 .01593 .13110 .999
40~49세 -.28911* .10114 .024

50세 이상 -.42817* .13596 .010

40~49세
20~29세 .30504 .14246 .144
30~39세 .28911* .10114 .024

50세 이상 -.13906 .14694 .780
50세  
이상

20~29세 .44410* .16896 .046
30~39세 .42817* .13596 .010
40~49세 .13906 .14694 .780

공익몰입
(CPI)

20~29세
30~39세 .10870 .12855 .833
40~49세 -.24946 .13969 .284

50세 이상 -.31194 .16568 .239

30~39세
20~29세 -.10870 .12855 .833
40~49세 -.35816* .09917 .002

50세 이상 -.42063* .13332 .010

40~49세
20~29세 .24946 .13969 .284
30~39세 .35816* .09917 .002

50세 이상 -.06248 .14409 .973
50세 
이상

20~29세 .31194 .16568 .239
30~39세 .42063* .13332 .010
40~49세 .06248 .14409 .973

* p < 0.05 (평균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

근속연수와 직위도 동정심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자기희생과 공익몰입과는 유의수준 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어떠한 범주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근속연수의 경우 자기희생 수준은

21년 이상(3.66)이 가장 높고, 1~5년(3.075)이 가장 낮았다. 범주 간에는 1~

5년(3.075)이 16~20년(3.467) 및 21년 이상(3.66)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공익몰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1년 이상(4.066)이 가장 높고, 1~5년

(3.461)이 가장 낮았으며, 범주 간 차이 역시 1~5년(3.461) 및 6~10년(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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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 21년 이상(4.066)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자기희생 및 공익몰입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기희생보다는 공익몰입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근속연수

가 공공봉사동기 중 자기희생 및 공입몰입과 높은 비례관계에 있음을 의

미한다.

[표 4-14]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근속연수 범주 간 다중비교

구 분 근속
연수(I)

근속연수
(J)

평균차이
(I-J)

유의
확률 구 분 평균차이

(I-J)
유의
수준

자기
희생
(SS)

1~5년

6~10 -.25833 .172

공익
몰입
(CPI)

-.18456 .489
11~15 -.30893 .090 -.20476 .441
16~20 -.39239* .027 -.34969 .060

21년 이상 -.58500* .000 -.60476* .000

6~10

1~5년 .25833 .172 .18456 .489
11~15 -.05060 .996 -.02020 1.000
16~20 -.13406 .896 -.16513 .794

21년 이상 -.32667 .167 -.42020* .031

11~15

1~5년 .30893 .090 .20476 .441
6~10 .05060 .996 .02020 1.000
16~20 -.08346 .983 -.14493 .876

21년 이상 -.27607 .359 -.40000 .060

16~20

1~5년 .39239* .027 .34969 .060
6~10 .13406 .896 .16513 .794
11~15 .08346 .983 .14493 .876

21년 이상 -.19261 .742 -.25507 .479

21년  
이상

1~5년 .58500* .000 .60476* .000
6~10 .32667 .167 .42020* .031
11~15 .27607 .359 .40000 .060
16~20 .19261 .742 .25507 .479

* p < 0.05 (평균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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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직위 범주 간 다중비교

구 분 직위
(I)

직위
(J)

평균차이
(I-J)

유의
확률 구 분 평균차이

(I-J)
유의
수준

자기
희생
(SS)

대리  
이하

과장 -.38066* .003

공익
몰입
(CPI)

-.26801 .076
차장 -.20303 .358 -.08542 .938
부장 -.18343 .865 -.01245 1.000

이사 이상 -.60843 .216 -.77912 .054

과장
대리 이하 .38066* .003 .26801 .076

차장 .17763 .611 .18258 .581
부장 .19722 .852 .25556 .686

이사 이상 -.22778 .936 -.51111 .404

차장
대리 이하 .20303 .358 .08542 .938

과장 -.17763 .611 -.18258 .581
부장 .01959 1.000 .07297 .996

이사 이상 -.40541 .645 -.69369 .132

부장
대리 이하 .18343 .865 .01245 1.000

과장 -.19722 .852 -.25556 .686
차장 -.01959 1.000 -.07297 .996

이사 이상 -.42500 .703 -.76667 .143

이사  
이상

대리 이하 .60843 .216 .77912 .054
과장 .22778 .936 .51111 .404
차장 .40541 .645 .69369 .132
부장 .42500 .703 .76667 .143

직위에 대해 살펴보면, 공익몰입과 자기희생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대리 이하(3.141) 범주는 과장(3.522)과

자기희생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익몰입은 범주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리 이하(3.141)

와 이사 이상(4.066)에서 p<0.1로 제한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

나, 이사 이상의 표뵨수가 극히 작아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된다.

다. 교육훈련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교육훈련의 3개 하위요인인 학습동기, 교육내

용, 조직지원에 대해 범주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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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및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16] 교육훈련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 비교

통계
변수 범주 표본

수
학습동기 교육내용 조직지원

평균 t or
F p 평균 t or

F p 평균 t or
F p

성별 남 156 4.088 2.042 .043 3.791 2.458+ .018 3.763 -.809 .420여 23 3.847 3.582 3.860
결혼
여부

기혼 116 4.094 1.266 .207 3.825 2.026 .044 3.770 -.178 .859미혼 63 3.989 3.650 3.785

연령

20~29세 23 4.130

.660 .578

3.626

1.729 .163

4.000

1.688 .17130~39세 88 4.007 3.713 3.750
40~49세 47 4.070 3.855 3.761
50세~ 21 4.158 3.923 3.671

학력

고졸 3 4.333

2.639 .051

3.800

.187 .905

3.600

2.109 .101전문대졸 34 3.892 3.700 3.650
대졸 124 4.061 3.777 3.841
석사 18 4.296 3.788 3.588

근속
연수

1~5년 70 4.092

1.908 .111

3.762

3.959 .004

3.892

1.597 .177
6~10 33 3.959 3.697 3.690
11~15 28 3.988 3.600 3.703
16~20 23 3.934 3.660 3.630
21년~ 25 4.280 4.136 3.776

직위

~대리 83 4.070

.880 .477

3.727

2.943 .022

3.848

1.957+ .103
과장 45 4.107 3.902 3.722
차장 37 3.927 3.578 3.618
부장 10 4.116 3.940 3.830
이사~ 4 4.291 4.250 4.200

+ : Levene의 등분산 가정 기각 (p < 0.05 )

성별, 결혼여부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교육내용은 성별 및 결

혼여부와 학습동기는 성별과 유의수준 p<.05로 범주 간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조직지원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습동기는 남성(4.088)이 여성(3.847)보다 높았고,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 수준은 남성(3.791)이 여성(3.582)보다 그리고 기혼자(3.825)가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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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3.65)보다 높았다.

연령, 학력, 근속연수, 직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역시 학습동기와 조

직지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근속연수와 직위

만이 교육내용 만족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직위의 각 범주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근속연수에 대해 각

범주 간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1~5년(3.762), 6~10년(3.697), 10~15년

(3.60), 16~20년(3.66)의 4개 범주가 21년 이상(4.136) 범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21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가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 수준이 연령이 낮은 범주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17] 교육훈련에 대한 근속연수 및 직위의 범주 간 다중비교

구 분 근속
연수(I)

근속연수
(J)

평균차이
(I-J)

유의
확률

직위
(I)

직위
(J)

평균차이
(I-J)

유의
확률

교육
훈련

1~5년
6~10 .06589 .978

대리  
이하

과장 -.17451 .419
11~15 .16286 .660 차장 .14933 .638
16~20 .10199 .934 부장 -.21229 .772

21년 이상 -.37314* .028 이사 이상 -.52229 .337

6~10
1~5년 -.06589 .978

과장
대리 이하 .17451 .419

11~15 .09697 .956 차장 .32384 .062
16~20 .03610 .999 부장 -.03778 1.000

21년 이상 -.43903* .021 이사 이상 -.34778 .738

11~15
1~5년 -.16286 .660

차장
대리 이하 -.14933 .638

6~10 -.09697 .956 과장 -.32384 .062
16~20 -.06087 .995 부장 -.36162 .342

21년 이상 -.53600* .004 이사 이상 -.67162 .137

16~20
1~5년 -.10199 .934

부장
대리 이하 .21229 .772

6~10 -.03610 .999 과장 .03778 1.000
11~15 .06087 .995 차장 .36162 .342

21년 이상 -.47513* .022 이사 이상 -.31000 .872

21년  
이상

1~5년 .37314* .028
이사  
이상

대리 이하 .52229 .337
6~10 .43903* .021 과장 .34778 .738
11~15 .53600* .004 차장 .67162 .137
16~20 .47513* .022 부장 .31000 .872

* p < 0.05 (평균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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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을 하기에 앞서 독립변수의 3개 요인과 조절변수의 3개 요

인 그리고 종속변수의 2개 요인 등 총 8개 요인에 대하여 변수간의 관계

성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황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발견

되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의미하며,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도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

으며, 상관계수가 0.2 이하면 낮은 상관관계, 0.4 미만이면 보통의 상관관

계, 0.4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수들간의 상

관관계가 0.8 이상으로 너무 높으면 다중공선성의 발생을 우려해야 하나

(채서일, 2005),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이 의심될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18]에 정리되어 있으며, 0.188~0.

54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4-18]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구 분 학습
동기

교육
내용

조직
지원

정서
몰입

지속
몰입

자기
희생 동정심 공익

몰입
학습동기 1
교육내용 .549** 1
조직지원 .356** .483** 1
정서몰입 .445** .400** .499** 1
지속몰입 -.037 .132 .033 .281** 1
자기희생 .217** .283** .089 .287** .188* 1
동정심 .403** .303** .262** .240** -.020 .066 1

공익몰입 .388** .380** .141 .205** .235** .465** .338** 1
*. p < 0.05 (양쪽), **. p < 0.01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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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기, 교육내용, 조직지원 등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보면

.356~.549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절변수 하위요인

간에는 공익몰입이 동정심(.338) 및 자기희생(.465)과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나, 자기희생과 동정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간에는 .281로 정(+)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 몰입은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각 요인

들과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지속적 몰입은 자기

희생(.188) 및 공익몰입(.235)과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기타 다른 변

수인 동정심 및 독립변수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관관계에서는 독립변수인 학습동기는 조절

변수 하위요인인 자기희생(.217), 동정심(.403), 공익몰입(.388)과 유의미

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교육내용도 자기희생(.283), 동정심

(.303), 공익몰입(.380)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반면에 조직

지원은 동정심(.262)과만 상관관계가 있고, 공익몰입 및 자기희생과는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변수들 간 대체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으나, 학습동기와 지속몰입(-.037), 그리고 동정심과 지속몰입

(-.02)간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인 교육훈련의 하부요인들은 종속변수 중 정서적 몰입과 주

로 관계가 있으며,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하부요인들도 지속적 몰

입보다는 정서적 몰입과의 상관관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 중 조직지원 요인도 정서적 몰입(.499)과는 높은 상관

관계가 있으나, 지속적 몰입 및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하부요인과

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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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변수간 인과관계 분석 및 가설 검증

1. 독립변수와 조직몰입의 관계 분석

가. 교육훈련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인 교육훈련의 하위요인인 학습동기, 교육내용 및 조직지원

과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근속연수, 직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

였고, 그 결과를 [표 4-19]에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수의 수가 많으면 종속변수에 대한 총 누적설명력은 증

가하지만 개별 변수의 설명력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통제변수를 넣으면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감소하나, 통제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받는 영향만

큼 종속변수의 영향력이 작아져, 통제변수의 영향을 독립변수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분산분석 F=10.968, p< .01로서 회귀모형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임을 알 수 있으며, Durbin-Watson3) 통계치는

1.989로 2에 근접하므로 잔차간의 자기상관성이 없어 잔차의 독립성도

가정할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 R
2은 .369로서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의 분산 가운데

약 36.9%를 독립변수가 설명해 주고 있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설명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정한 수정된 R
2은

R
2보다 다소 하락한 33.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 중 학습동기는 회귀계수(B)가 .321, 유의수준 p<.01로서 통

3) 계열상관의 유무룰 검증하는 통계량으로 잔차에 자기상관성이 있는지를 판별한다. 
Durbin-Watson값이 0에 가까우면 양의 자기상관관계, 2에 가까우면 무상관관계, 4에 
가까우면 음의 자기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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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아짐으

로서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조직지원의 경우도 회귀계수 .406, p<.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조직지원이 클수록 정서적 몰입이 높아지는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변수 간 상대적 기여도는 표준화계수인 β값으로 확인 가능하며, 본

모형에서는 학습동기의 β는 .297, 조직지원의 β는 .381로서, 조직지원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학습동기가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보

다 크다.

[표 4-19] 교육훈련의 정서적 몰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유의
수준 VIF

B 표준오차 β

통제
변수

(상수) .868 .607 　 1.429 .155 　
성별_더미 -.080 .121 -.046 -.658 .511 1.334

연령 .001 .072 .002 .018 .986 3.043
결혼_더미 .146 .098 .122 1.490 .138 1.793

학력 -.039 .032 -.079 -1.218 .225 1.128
근속연수 .003 .037 .007 .071 .943 2.350

직위 .102 .044 .185 2.302 .023 1.737

독립
변수

학습동기 .321 .081 .297 3.935 .000 1.527
교육내용 .060 .084 .058 .712 .477 1.777
조직지원 .406 .078 .381 5.183 .000 1.443

R2(수정된R2) : .369(.335) / F(유의수준) : 10.968(.000) / D-W : 1.989

반면, 교육내용은 회귀계수 .406, 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교육내용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산팽창지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4)는 다중공선성을 점증

하기 위한 통계량으로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하나,

4)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통계량으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비례
하여 큰 값을 지니게 된다. 공차한계의 역수이며,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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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는 전체 변수가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교육훈련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가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분산

분석 F=3.816, p< .01로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이며, Dur

bin-Watson 통계치도 1.93으로 2에 근접하므로 잔차간 자기상관성이 없다.

모형의 설명력인 R
2은 .169로서 종속변수인 지속적 몰입의 분산 가운

데 약 16.9%를 독립변수가 설명해 주고 있다.

[표 4-20]을 보면, 지속적 몰입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미하나, 독립

변수인 학습동기, 교육내용, 조직지원이 p> .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아 해석의 의미가 없다. 반면, 통제변수인 근속년수는 p<.01 수준에

서 유의미하며, 회귀계수 .204로서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속적 몰입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산분석에서의 결과와 동일하다.

[표 4-20] 교육훈련의 지속적 몰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VIFB 표준오차 β

통제
변수

(상수) 4.362 .958 　 4.554 .000 　
성별_더미 -.099 .191 -.042 -.521 .603 1.334

연령 -.149 .113 -.161 -1.316 .190 3.043
결혼_더미 -.061 .155 -.037 -.396 .692 1.793

학력 -.081 .050 -.121 -1.624 .106 1.128
근속연수 .204 .058 .377 3.509 .001 2.350

직위 .059 .070 .078 .847 .398 1.737

독립
변수

학습동기 -.208 .129 -.140 -1.618 .108 1.527
교육내용 .220 .133 .155 1.662 .098 1.777
조직지원 .066 .124 .045 .536 .593 1.443

R2(수정된R2) : .169(.125) / F(유의수준) : 3.816(.000) / D-W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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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상관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학

습동기의 β는 -.140으로 지속적 몰입과 부(-)의 관계에 있다. 즉 학습동

기가 높아질수록 조직몰입 수준은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정서적 몰입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으로 학습동

기는 자발적 몰입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경제적 요인에 의한 비자

발적 몰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독립변수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조직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조직유형에 따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민간조직과 공공조직으로 표본을 구분하고, 각 각에 대해 다중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분석된 결과가 조직유형

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가. 조직유형에 따른 교육훈련의 정서적 몰입에 대한 영향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각 각에 대해 독립변수인 학습동기, 교육내용

및 조직지원과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공공조직의 경우 분산분석 F=8.585, 유의수준 p< .01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임을 알 수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 R2은 .451로

서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의 분산 가운데 약 45.1%를 독립변수가 설명

해 주고 있다.

독립변수 중 학습동기는 회귀계수(B)가 .523, 유의수준 p<.01로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공공조직 종사자들은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조직지원의 경우 회귀계수 .433, p<.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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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지원이 클수록 정서적 몰입이 높아지는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

[표 4-21] 정서적 몰입에 대한 조직유형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공공조직 민간조직

B β t 유의
수준 B β t 유의

수준

통제
변수

(상수) .137 　 .178 .859 1.357 　 1.353 .181
성별_더미 -.305 -.166 -1.916 .058 .072 .046 .364 .717

연령 -.065 -.098 -.700 .485 .047 .069 .393 .695
결혼_더미 .152 .123 1.163 .248 .046 .040 .303 .763

학력 -.012 -.026 -.314 .754 -.057 -.109 -1.025 .309
근속연수 -.011 -.029 -.202 .840 .041 .092 .675 .502

직위 .152 .237 2.068 .041 .050 .103 .768 .445

독립
변수

학습동기 .523 .470 5.069 .000 .072 .070 .508 .613
교육내용 -.061 -.058 -.584 .560 .177 .177 1.201 .234
조직지원 .433 .409 4.638 .000 .478 .444 3.205 .002

R2(수정R2)/F(p) .451(.399) / 8.585(.000) .384(.299) / 4.502(.000)

학습동기의 표준화계수 β는 .470, 조직지원의 β는 .409로서, 학습동기

가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조직지원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보다 크다.

반면, 교육내용은 유의수준 p>.05로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 교육

내용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간조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분산분석 F=4.502, 유의수준 p< .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이며, R2은 .384로서 독립변수의 설명

력은 38.4%이다.

공공조직과 달리 독립변수 중 학습동기와 교육내용은 p>.05로서 통계

적으로 의미가 없었고, 조직지원은 회귀계수 .478, p<.01로서 유의미하였다.

즉 공공조직에서는 학습동기와 조직지원이 정서적 몰입에 정(+)을 영

향을 미쳤으나, 민간조직에서는 조직지원만이 정서적 몰입에 정(+)을 영

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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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유형에 따른 교육훈련의 지속적 몰입에 대한 영향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조직유형별로 독립변수와 지속

적 몰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공공조직의 경우 F=8.585, p< .01로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나 독립변수의 유의수준이 >.05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민간조직의

경우는 F=1.777, p> .05로 회귀모형 자체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속적 몰입에 대하여 독립변수는 조직유형과 관계없이 어떠

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더라도 민간조직에서 학습동기와

지속적 몰입이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학습동기와 지속적 몰입의

관계가 공공조직이 아닌 민간조직의 영향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4-22] 지속적 몰입에 대한 조직유형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공공조직 민간조직

B β t 유의
수준 B β t 유의

수준

통제
변수

(상수) 3.532 　 2.968 .004 4.472 　 2.785 .007
성별_더미 -.525 -.218 -2.134 .035 .295 .135 .934 .354

연령 -.296 -.341 -2.061 .042 .104 .107 .537 .593
결혼_더미 -.076 -.047 -.377 .707 -.146 -.091 -.606 .547

학력 -.052 -.084 -.864 .390 -.098 -.134 -1.101 .275
근속연수 .176 .361 2.100 .038 .146 .231 1.480 .144

직위 .237 .283 2.089 .039 -.046 -.068 -.444 .658

독립
변수

학습동기 .008 .006 .053 .958 -.379 -.263 -1.681 .097
교육내용 .113 .081 .694 .489 .171 .122 .726 .471
조직지원 .109 .079 .757 .451 .231 .153 .968 .337

R2(수정R2)/F(p) .237(.164) / 3.241(.002) .197(.086) / 1.77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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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공봉

사동기 수준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주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3단계로 수행하였으며,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교육훈련 하위요인과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를 추가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함으로

서 변수의 추가 투입으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정도가 어떻

게 변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통계량의 변화량(R2 변화량, F 변화량)을 확인함으로서, 조절변

수의 추가 투입으로 인해 모형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

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

절변수)을 다시 추가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 함으로서, 조절변수의 조절

효과를 점검하였다.

상호작용항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단순 곱으로 만들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5)를 이용하였다. 평균중심화

변수는 상호작용항을 구성하는 각 변수에서 해당 변수의 평균을 차감하

여 구한다. 이렇게 구한 평균중심화 변수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

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위계적 회귀분석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조절효과 분석을 하는
데, 이때 상호작용항은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와 선형관계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게 되며, 다중공선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 변수에서 해당 변수의 평균
을 차감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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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몰입(CPI)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공익몰입을 투입하여 정서적 몰입에 대한 회

귀분석을 실시(모형 2)한 결과, 독립변수만 투입한 모형1과 마찬가지로

학습동기와 조직지원만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으며, 조절변수의 투입으로 인한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는 모형2에서의

설명력(R2) 36.9%와 모형1에서의 설명력(R2)이 36.9%로 동일하여 조절변

수 투입으로 인한 모형개선도가 없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3에서는 F=8.209, p<.01로 모형3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R
2
은 .393으로 종속변수 변동량의 39.3%를 설명하고

있다. 학습동기와 공익몰입의 상호작용항은 유의수준 p<.05로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며, β=.197로 나타나 학습동기와 정서적 몰입과의 관계에

서 공익몰입은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3에서 조절변수인 공익몰입은 유의미하지 않지만 학습동기와 공

익몰입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므로 공익몰입은 학습동기에 대하여 순

수조절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R2변화량은 .024로서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2.4%의 모형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F변화량의 유의수준이 >.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

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서적 몰입에 대한 영향에서 공익몰입은 학습동기에만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고, 교육내용과 조직지원에 대해서는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속적 몰입에 대한 공익몰입의 효과를 보면, 모형3에서 F=2.959, p<.

01로 모형은 적합하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p>.0

5) 공익몰입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모형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학습동기가 조절변수

인 공익몰입이 투입된 모형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하였으며,

지속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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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공익몰입의 조직몰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통제
변수

(상수) 3.926 　 3.937 　 3.918 　 4.599 　 4.509 　 4.668 　
성별 -.080 -.046 -.080 -.046 -.065 -.038 -.099 -.042 -.100 -.042 -.086 -.036
연령 .001 .002 .002 .003 .008 .011 -.149 -.161 -.152 -.164 -.158 -.171
결혼 .146 .122 .152 .127 .165 .138 -.061 -.037 -.106 -.064 -.117 -.071
학력 -.039 -.079 -.040 -.082 -.042 -.086 -.081 -.121 -.070 -.104 -.080 -.118

근속연수 .003 .007 .006 .016 .016 .040 .204** .377** .175** .323** .170** .315**

직위 .102* .185* .102* .185* .091* .166* .059 .078 .059 .078 .060 .080

독립
변수

학습동기
(E1) .321** .297** .329** .305** .327** .303** -.208 -.140 -.274* -.185* -.269* -.181*

교육내용
(E2) .060 .058 .065 .063 .063 .061 .220 .155 .176 .124 .167 .118

조직지원
(E3) .406** .381** .405** .380** .424** .398** .066 .045 .070 .048 .076 .052

조절
변수

공익몰입
(P1) - - -.026 -.026 -.062 -.062 - - .209 .151 .172 .125

상호
작용
항

E1×P1 - - - - .359* .197* - - - - .066 .026
E2×P1 - - - - -.128 -.086 - - - - .152 .074
E3×P1 - - - - -.061 -.037 - - - - -.109 -.048

R2(수정R2) .369(.335) .369(.332) .393(.345) .169(.125) .184(.136) .189(.125)
F 10.968** 9.832** 8.209** 3.816** 3.798** 2.959**

△R2 .369 .00 .024 .169 .015 .005
△F 10.968** .118 2.136 3.816** 3.191 .317
* p < 0.05, ** p < 0.01 수준에서 모형이 유의미

나. 동정심(COM)의 조절효과

조절변수로서 동정심을 투입하여 정서적 몰입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독립변수만 투입한 모형1과 마찬가지로 학습동기와 조직지원

만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조절변수의 투

입으로 인한 변화는 역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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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3에서는 F=7.858, p<.01로 모형3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R2은 .382로 종속변수 변동량의 38.2%를 설명하고

있다. R2변화량은 .013으로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설명력은 1.3% 증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모형개선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교육훈련의 하위요인과 동정심의 상호작용항은 유의수준 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동정심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

었다.

[표 4-24] 동정심의 조직몰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통제
변수

(상수) 3.926 　 3.932 　 3.927 　 4.599 　 4.591 　 4.753 　
성별 -.080 -.046 -.084 -.049 -.094 -.055 -.099 -.042 -.092 -.039 -.081 -.034
연령 .001 .002 .005 .007 -.012 -.018 -.149 -.161 -.154 -.166 -.187 -.202
결혼 .146 .122 .155 .129 .118 .099 -.061 -.037 -.074 -.045 -.135 -.082
학력 -.039 -.079 -.040 -.081 -.037 -.075 -.081 -.121 -.080 -.119 -.084 -.125

근속연수 .003 .007 .001 .004 .002 .004 .204** .377** .206** .380** .207** .383**

직위 .102* .185* .103* .187* .099* .180* .059 .078 .058 .076 .045 .059

독립
변수

학습동기
(E1) .321** .297** .308** .286** .292** .270** -.208 -.140 -.189 -.127 -.224 -.151

교육내용
(E2) .060 .058 .057 .055 .049 .048 .220 .155 .225 .158 .192 .135

조직지원
(E3) .406** .381** .402** .377** .410** .384** .066 .045 .072 .049 .124 .084

조절
변수

동정심
(P2) - - .044 .037 .057 .048 - - -.066 -.041 -.017 -.010

상호
작용
항

E1×P2 - - - - .049 .022 - - - - -.170 -.055
E2×P2 - - - - .268 .114 - - - - .840** .260**

E3×P2 - - - - -.058 -.026 - - - - -.442 -.147
R2(수정R2) .369(.335) .370(.332) .382(.334) .169(.125) .170(.121) .217(.156)

F 10.968** 9.860** 7.858** 3.816** 3.446** 3.522**

△R2 .369 .001 .013 .169 .001 .047
△F 10.968** .295 1.117 3.816** 0.268 3.302*

* p < 0.05, ** p < 0.01 수준에서 모형이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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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몰입의 경우 모형2에서 조절변수인 동정심의 투입으로 인한

변화는 없었으며, 모형3에서 F=3.522, p<.01로 모형적합성을 만족하였고,

R2변화량은 .047로서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설명력이 4.3% 증가하였다.

모형개선도 F변화량=3.302(p<.05)로 설명력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교육내용과 동정심의 상호작용항은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β=.260이므로 동정심은 교육내용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절변수인 동정심은 유의미하지 않지만 교육내용과 동정심의 상호작

용항은 유의미하므로 동정심 또한 교육내용에 대하여 순수조절변수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 몰입에 대한 영향에서 동정심은 교육내용에만 정

(+)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고, 학습동기와 조직지원에 대해서는 조절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자기희생(SS)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자기희생을 투입하여 정서적 몰입에 대한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5]에 정리되어 있다. 모형2에서는, 독립변

수만 투입한 모형1에서와 달리 독립변수인 학습동기와 조직지원뿐 아니

라 조절변수인 자기희생도 β=.197, p<.05로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2는 F=10.862 (p<.01)로서 모형은 적합하였으

며, R2변화량은 .024로 조절변수 투입으로 설명력이 2.4% 증가하였다. F

변화량=6.622(p<.05)로서 설명력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3에서는 F=8.441, p<.01로 회귀모형

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R2은 .399로서 종속변수 변동량의 39.9%

를 설명하고 있다. 상호작용항은 유의수준 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절변수 자기희생의 β=.145, p<.05로서

모형2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희생은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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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서적 몰입에 대한 자기희생의 조절효과는 없으며, 조절변수

인 자기희생은 단순히 독립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 몰입에 대한 경우 모형3에서 보면,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

한 R2변화량은 .021로서 모형의 설명력은 2.1% 증가하였으나 F변화량=1.

425(p>.05)으로서 설명력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속적 몰입에 대한 영향에서 자기희생은 어떠한 조절효

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5] 자기희생의 조직몰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통제
변수

(상수) 3.926 　 3.893 　 3.981 　 4.599 　 4.582 　 4.837 　
성별 -.080 -.046 -.084 -.049 -.075 -.044 -.099 -.042 -.102 -.043 -.081 -.034
연령 .001 .002 -.002 -.002 -.006 -.009 -.149 -.161 -.150 -.163 -.162 -.175
결혼 .146 .122 .125 .104 .115 .096 -.061 -.037 -.072 -.044 -.089 -.054
학력 -.039 -.079 -.032 -.065 -.038 -.077 -.081 -.121 -.078 -.116 -.095 -.141

근속연수 .003 .007 -.019 -.048 -.021 -.053 .204** .377** .194** .358** .182** .336**

직위 .102* .185* .097* .177* .104* .189* .059 .078 .057 .075 .077 .101

독립
변수

학습동기
(E1) .321** .297** .298** .276** .287** .267** -.208 -.140 -.219 -.148 -.237 -.160

교육내용
(E2) .060 .058 .026 .025 .035 .034 .220 .155 .204 .144 .224 .158

조직지원
(E3) .406** .381** .406** .381** .404** .378** .066 .045 .066 .045 .046 .031

조절
변수

자기희생
(P3) - - .172* .173* .144* .145* - - .084 .061 .007 .005

상호
작용
항

E1×P3 - - - - -.008 -.005 - - - - .121 .053
E2×P3 - - - - .131 .089 - - - - .287 .141
E3×P3 - - - - .006 .004 - - - - -.069 -.033

R2(수정R2) 0.369(0.335) 0.393(0.357) 0.399(0.352) .169(.125) .172(.123) .193(.129)
F 10.968** 10.862** 8.441** 3.816** 3.487** 3.032**

△R2 0.369 0.024 0.007 0.169 0.003 0.021
△F 10.968** 6.622* 0.618 3.816** 0.609 1.425
* p < 0.05, ** p < 0.01 수준에서 모형이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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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공봉사동기(PSM)의 조절효과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요인 각 각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지 않고, 하위요

인 전체를 평균한 후, 이를 공공봉사동기라는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정서

적 몰입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독립변수만 투입된 모형1과 마찬가지로 학습동기와 조직지

원만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조절변수의

투입으로 인한 변화는 없었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3에서는 F=8.008, p<.01로 모형3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R2은 .387로 종속변수 변동량의 38.7%를 설명하고

있다. R2변화량은 .008로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설명력은 0.8% 증가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모형개선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교육훈련의 하위요인과 공공봉사동기(PSM)의 상호작용항은 유의수준

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공공봉사동기(PSM)의 조절효과

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속적 몰입의 경우에도 모형2에서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투입

으로 인한 변화는 없었으며, 모형3에서 F=3.294, p<.01로 모형적합성을

만족하였고, R2변화량은 .033으로서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설명력이 3.

3% 증가하였다. 그러나 모형개선도인 F변화량=2.278(p>.05)로 설명력 증

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모형3에서 교육내용과 공공봉사동기(PSM)의 상호작용항은 p<.

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β=.228이므로 공공봉사동기는 교육내용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기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교육내용과 공공봉사

동기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므로 공공봉사동기는 교육내용에 대하여

순수조절변수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봉사동기는 정서적 몰입에 대하여는 조절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으며, 지속적 몰입에 대한 영향에서는 교육내용에만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고, 학습동기와 조직지원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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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았다.

공공봉사동기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이러한

결과는,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요인인 동정심을 조절변수로 투입한 경우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26] PSM의 조직몰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통제
변수

(상수) 3.926 　 3.900 　 3.983 　 4.599 　 4.575 　 4.954 　
성별 -.080 -.046 -.089 -.052 -.077 -.045 -.099 -.042 -.107 -.046 -.080 -.034
연령 .146 .122 .140 .117 .114 .095 -.061 -.037 -.067 -.041 -.135 -.082
결혼 .003 .007 -.014 -.037 -.018 -.045 .204 .377 .189 .349 .179 .332
학력 .102 .185 .101 .185 .106 .193 .059 .078 .059 .078 .069 .092

근속연수 -.039 -.079 -.035 -.071 -.039 -.080 -.081**-.121**-.078**-.115**-.099**-.146**

직위 .001* .002* .004* .006* -.008* -.011* -.149 -.161 -.146 -.158 -.182 -.196

독립
변수

학습동기
(E1) .321** .297** .277** .257** .281** .261** -.208 -.140 -.247 -.167 -.244 -.164

교육내용
(E2) .060 .058 .032 .031 .034 .033 .220 .155 .195 .138 .202 .143

조직지원
(E3) .406** .381** .401** .376** .398** .373** .066 .045 .062 .042 .063 .043

조절
변수

PSM
(P0) - - .183 .125 .113 .077 - - .163 .081 .019 .010

상호
작용
항

E1×P0 - - - - .140 .057 - - - - -.016 -.005
E2×P0 - - - - .141 .062 - - - - .713* .228*

E3×P0 - - - - -.021 -.009 - - - - -.239 -.074
R2(수정R2) 0.369(0.335) 0.379(0.342) 0.387(0.339) .169(.125) .173(.124) .206(.143)

F 10.968** 10.246** 8.008** 3.816** 3.518** 3.294**

△R2 0.369 0.010 0.008 0.169 0.004 0.033
△F 10.968** 2.732 0.720 3.816** 0.864 2.278
* p < 0.05, ** p < 0.01 수준에서 모형이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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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유형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 분석

조직유형에 따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공공봉

사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민간조직과 공공조직으로 표본을

구분하고, 각 각에 대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상

호 비교하여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가 조직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가. 조직유형에 따른 공익몰입(CPI)의 조절효과

조직유형에 따라 교육훈련이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공익몰입(CPI)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결과는 [표

4-27]에 정리되어 있다.

공공조직의 경우 정서적 몰입에 대한 모형3를 보면, 모형의 설명력은

48.2%, 유의수준 p<.01로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이나, 조절변수인 공

익몰입 및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상호작용

항의 추가로 설명력은 3.0% 증가하였으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개선되지 않았다(F변화량=1.765, p> .05). 따라서 공익몰입은 교

육훈련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지속적 몰입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

한 모형3에서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F=2.28, p<.05)하였으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항이 추가될 때

회귀모형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F변화량=.366, p>.05)

그러므로, 공공조직의 경우,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공익

몰입(CPI)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민간조직의 경우 정서적 몰입에 대하여 조절변수인 공익몰입(C

PI)과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

형의 설명력은 46.8%(R2=.468)이고 그에 다른 F=4.14, p<.01로 양호한 모

형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공익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β

=-.019, p>.05), 공익몰입과 학습동기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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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β=.381, p<.01). 따라서, 학습동기와 정서적 몰입과의 관계에서

공익몰입은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7] 조직유형에 따른 공익몰입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    분

공공조직 민간조직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모형1모형2모형3모형1모형2모형3모형1모형2모형3모형1모형2모형3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통제
변수

성별 -.166 -.167 -.158 -.218* -.216* -.215* .046 .047 .022 .135 .118 .137
연령 -.098 -.099 -.189 -.341* -.341* -.371* .069 .070 .117 .107 .092 .122
결혼 .123 .127 .076 -.047 -.057 -.082 .040 .044 .137 -.091 -.138 -.135
학력 -.026 -.028 -.023 -.084 -.080 -.085 -.109 -.112 -.108 -.134 -.091 -.112

근속연수 -.029 -.017 -.008 .361* .336 .320 .092 .096 .084 .231 .180 .141
직위 .237* .236* .254* .283* .286* .299* .103 .105 .093 -.068 -.090 -.102

독립
변수

학습동기
(E1) .470** .477** .538** .006 -.009 .017 .070 .078 .127 -.263 -.366* -.347*

교육내용
(E2) -.058 -.052 -.118 .081 .069 .036 .177 .179 .066 .122 .092 .068

조직지원
(E3) .409** .409** .332** .079 .079 .040 .444** .443** .431** .153 .164 .162

조절
변수

공익몰입
(P1) - -.027 -.041 - .054 .056 - -.020 -.019 - .253* .142

상호
작용
항

E1×P1 - - -.013 - - -.115 - - .381** - - .148
E2×P1 - - .113 - - .135 - - -.055 - - .114
E3×P1 - - .148 - - .016 - - -.320 - - -.062

R2 0.451 0.452 0.482 0.237 0.239 0.248 0.384 0.384 0.468 0.197 0.246 0.267
수정된 R2 0.399 0.393 0.407 0.164 0.157 0.139 0.299 0.288 0.355 0.086 0.129 0.111

F 8.59** 7.66** 6.44** 3.24** 2.91** 2.28* 4.50** 3.99** 4.14** 1.78 2.09* 1.71
△R2 0.451 0.000 0.030 0.237 0.002 0.009 0.384 0.000 0.084 0.197 0.049 0.021
△F 8.59** 0.077 1.765 3.24** 0.219 0.366 4.50** 0.03 3.22* 1.78 4.15* 0.58
* p < 0.05, ** p < 0.01 수준에서 모형이 유의미

지속적 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모형의 설명력은 26.7%(R
2=.267)이나 그에 따른 F=1.71, p>.05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공익몰입은 주효과분석을 위한 모형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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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게 나타났으나(β=.253, p<.05),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3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β=.142, p>.05). 따라서 공익몰입은 모형2에

서 독립변수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공익몰입은 민간조직의 경우에만 학습동기와 정서적 몰

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를 공익몰입의 조직몰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인 [표 4-23]과 비교해 보면 공익몰입의 조절

효과는 민간조직에서의 효과에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나. 조직유형에 따른 동정심(COM)의 조절효과

조직유형에 따라 교육훈련이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동정심(COM)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결과는 [표

4-28]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공공조직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정서적 몰입에 대한 모형3에

대해, 모형의 설명력은 46.3%, 유의수준 p<.01로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이나, 조절변수인 동정심 및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설명력은 0.5% 증가하였으나, 회귀모

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지는 않았다(F변화량=0.27, p>.05).

따라서 동정심은 교육훈련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

지 못했다.

지속적 몰입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

한 모형3에서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F=2.42, p<.01)하였으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항이 추가될 때

회의모형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F변화량=0.90, p>.05)

그러므로, 공공조직의 경우,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동정

심(COM)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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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조직유형에 따른 동정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    분

공공조직 민간조직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모형1모형2모형3모형1모형2모형3모형1모형2모형3모형1모형2모형3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통제
변수

성별 -.166 -.187* -.182 -.218* -.220* -.205 .046 .055 .086 .135 .126 .172
연령 -.098 -.091 -.099 -.341* -.341* -.334 .069 .081 .067 .107 .095 .039
결혼 .123 .147 .136 -.047 -.044 -.049 .040 .042 -.053 -.091 -.093 -.210
학력 -.026 -.022 -.021 -.084 -.083 -.093 -.109 -.119 -.115 -.134 -.124 -.165

근속연수 -.029 -.040 -.034 .361* .360* .366* .092 .095 .070 .231 .228 .203
직위 .237* .246* .230 .283* .284* .258 .103 .099 .112 -.068 -.064 -.028

독립
변수

학습동기
(E1) .470** .442** .427** .006 .003 -.021 .070 .056 .089 -.263 -.250 -.204

교육내용
(E2) -.058 -.063 -.057 .081 .081 .106 .177 .169 .111 .122 .130 -.011

조직지원
(E3) .409** .403** .416** .079 .078 .102 .444** .441** .378** .153 .155 .121

조절
변수

동정심
(P2) - .095 .099 - .011 .000 - .054 .058 - -.052 .057

상호
작용
항

E1×P2 - - -.011 - - -.112 - - .045 - - .039
E2×P2 - - .085 - - .188 - - .133 - - .420**

E3×P2 - - -.046 - - -.088 - - .093 - - -.197
R2 0.451 0.458 0.463 0.237 0.237 0.259 0.384 0.386 0.423 0.197 0.199 0.302

수정된 R2 0.399 0.400 0.386 0.164 0.155 0.152 0.299 0.290 0.300 0.086 0.074 0.153
F 8.59** 7.86** 5.97** 3.24** 2.89** 2.42** 4.50** 4.02** 3.44** 1.777 1.592 2.03*

△R2 0.451 0.007 0.005 0.237 0.000 0.022 0.384 0.002 0.037 0.197 0.002 0.103
△F 8.59** 1.21 0.27 3.24** 0.01 0.90 4.50** 0.202 1.296 1.777 0.142 3.00*

* p < 0.05, ** p < 0.01 수준에서 모형이 유의미

민간조직의 경우 정서적 몰입에 대해 조절변수인 동정심(COM)과 상

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형의 설

명력은 42.3%(R2=.423)이고 그에 다른 F=3.44, p<.01로 양호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조절변수인 동정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β=.058, p>.05),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 86 -

동정심은 교육훈련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

다.

지속적 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모형의 설명력은 30.2%(R

2=.302)이고 그에 다른 F=2.03, p<.05로 양호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한

편 동정심은 모형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β=.05

7, p>.05) 동정심과 교육내용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β=.42, p<.01)

따라서, 교육내용과 지속적 몰입과의 관계에서 동정심은 정(+)의 조

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동정심은 민간조직의 경우에만 교육내용과 지속적 몰입

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를 동정심의 조직몰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인 [표 4-24]과 비교해 보면 동정심의 조절효과 역

시 민간조직에서의 효과에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 조직유형에 따른 자기희생(SS)의 조절효과

조직유형에 따라 교육훈련이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자기희생(SS)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결과는 [표

4-29]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공공조직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정서적 몰입에 대한 모형3에

대해, 모형의 설명력은 47.8%, F=6.34, 유의수준 p<.01로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이나, 조절변수인 자기희생(β=.043, p>.05) 및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설명력은 2.

1% 증가하였으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지는 않았

다(F변화량=1.18, p>.05). 따라서 자기희생은 교육훈련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지속적 몰입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

한 모형3에서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F=2.57, p<.01)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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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 및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항이

추가될 때 회의모형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F변화량=1.315, p>.05)

그러므로, 공공조직의 경우,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자기

희생(SS)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9] 조직유형에 따른 자기희생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    분

공공조직 민간조직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모형1모형2모형3모형1모형2모형3모형1모형2모형3모형1모형2모형3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통제
변수

성별 -.166 -.163 -.159 -.218* -.220* -.213* .046 .056 .057 .135 .143 .140
연령 -.098 -.101 -.097 -.341* -.340* -.360* .069 .096 .129 .107 .131 .085
결혼 .123 .115 .109 -.047 -.042 -.040 .040 .010 -.014 -.091 -.117 -.121
학력 -.026 -.025 -.037 -.084 -.084 -.093 -.109 -.059 -.046 -.134 -.090 -.131

근속연수 -.029 -.058 -.075 .361* .383* .339 .092 .006 -.002 .231 .155 .125
직위 .237* .235* .266* .283* .285* .347* .103 .088 .049 -.068 -.082 -.050

독립
변수

학습동기
(E1) .470** .449** .422** .006 .021 .013 .070 .088 .028 -.263 -.247 -.237

교육내용
(E2) -.058 -.071 -.039 .081 .091 .098 .177 .117 .166 .122 .070 .130

조직지원
(E3) .409** .407** .406** .079 .080 .068 .444** .438** .404** .153 .148 .035

조절
변수

자기희생
(P3) - .089 .043 - -.066 -.103 - .237* .159 - .206 .133

상호
작용
항

E1×P3 - - -.042 - - .095 - - .216 - - .083
E2×P3 - - .156 - - .040 - - -.082 - - .236
E3×P3 - - .026 - - .104 - - -.033 - - -.200

R2 0.451 0.457 0.478 0.237 0.240 0.272 0.384 0.429 0.450 0.197 0.232 0.272
수정된 R2 0.399 0.399 0.402 0.164 0.158 0.167 0.299 0.340 0.332 0.086 0.112 0.117

F 8.59** 7.83** 6.34** 3.24** 2.94** 2.57** 4.50** 4.82** 3.83** 1.777 1.932 1.752
△R2 0.451 0.006 0.021 0.237 0.003 0.032 0.384 0.045 0.020 0.197 0.034 0.040
△F 8.59** 1.01 1.18 3.24** 0.393 1.315 4.50** 5.10* 0.74 1.777 2.868 1.116
* p < 0.05, ** p < 0.01 수준에서 모형이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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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직의 경우 정서적 몰입에 대해 조절변수인 자기희생(SS)과 상

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형의 설

명력은 45%(R2=.45)이고 그에 따른 F=3.83, p<.01로 양호한 모형으로 판

명되었다. 한편 자기희생은 주효과분석을 위한 모형2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나(β=.237, p<.05),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β=.159, p>.05). 따라서 자기희생은 독립

변수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 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모형의 설명력은 27.2%(R
2

=.272)이나, 그에 따른 F=1.752, p<.05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조절변수 및 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상호

작용항이 추가될 때 회의모형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F변화량=1.1

16, p>.05)

그러므로, 민간조직의 경우,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자기

희생(SS)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자기희생은 조직유형에 관계없이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도 나타내지 않았다.

라. 조직유형에 따른 공공봉사동기(PSM)의 조절효과

조직유형에 따라 교육훈련이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공공봉사동기(PSM)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결과

는 [표 4-30]에 정리되어 있다.

공공조직의 경우 정서적 몰입에 대한 모형3를 보면, 모형의 설명력은

48.0%, 유의수준 p<.01로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이나, 조절변수인 공

공봉사동기 및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상호

작용항의 추가로 설명력은 2.3% 증가하였으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않았다(F변화량=1.32, p>.05). 따라서 공공봉사동기

는 교육훈련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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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조직유형에 따른 PSM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    분

공공조직 민간조직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모형1모형2모형3모형1모형2모형3모형1모형2모형3모형1모형2모형3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통제
변수

성별 -.166 -.173* -.175* -.218* -.217* -.212* .046 .058 .034 .135 .151 .157
연령 -.098 -.096 -.125 -.341* -.342* -.364* .069 .092 .129 .107 .138 .082
결혼 .123 .123 .101 -.047 -.047 -.072 .040 .020 .037 -.091 -.118 -.174
학력 -.026 -.021 -.023 -.084 -.085 -.098 -.109 -.094 -.073 -.134 -.114 -.160

근속연수 -.029 -.072 -.070 .361* .368* .371* .092 .052 .029 .231 .177 .112
직위 .237* .242* .259* .283* .282* .291* .103 .086 .079 -.068 -.092 -.060

독립
변수

학습동기
(E1) .470** .432** .428** .006 .012 .006 .070 .031 .032 -.263 -.315* -.289

교육내용
(E2) -.058 -.078 -.058 .081 .084 .111 .177 .136 .200 .122 .067 .063

조직지원
(E3) .409** .405** .387** .079 .079 .070 .444** .441** .384** .153 .149 .100

조절
변수

PSM
(P0) - .106 .063 - -.017 -.076 - .154 -.010 - .207 .096

상호
작용
항

E1×P0 - - -.056 - - -.073 - - .351* - - .118
E2×P0 - - .146 - - .196 - - -.084 - - .327*

E3×P0 - - .069 - - .006 - - -.128 - - -.187
R2 0.451 0.458 0.480 0.237 0.237 0.259 0.384 0.402 0.442 0.197 0.230 0.307

수정된 R2 0.399 0.399 0.405 0.164 0.155 0.152 0.299 0.308 0.323 0.086 0.109 0.160
F 8.59** 7.85** 6.40** 3.24** 2.89** 2.42** 4.50** 4.30** 3.72** 1.777 1.908 2.08*

△R2 0.451 0.006 0.023 0.237 0.000 0.022 0.384 0.018 0.041 0.197 0.032 0.078
△F 8.59** 1.11 1.32 3.24** 0.020 0.886 4.50** 1.898 1.478 1.777 2.676 2.280
* p < 0.05, ** p < 0.01 수준에서 모형이 유의미

지속적 몰입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

한 모형3에서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F=2.42, p<.01)하였으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항이 추가될 때

회귀모형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F변화량=.886, p>.05)

그러므로, 공공조직의 경우,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공공

봉사동기(PSM)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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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조직의 경우 정서적 몰입에 대하여 조절변수인 공공봉사동

기(PSM)와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수행한 결

과, 모형의 설명력은 44.2%(R2=.442)이고 그에 다른 F=3.72, p<.01로 양

호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공공봉사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β=-.010, p>.05), 공공봉사동기와 학습동기의 상호작용항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β=.351, p<.05). 따라서, 학습동기와 정서적 몰

입과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는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지속적 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모형의 설명력은 30.7%(R
2=.307)이고 그에 따른 F=2.08, p<.05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

다. 한편 공공봉사동기는 주효과분석을 위한 모형2(β=.207, p>.05) 및 모

형3(β=.096, 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

공봉사동기와 교육내용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32

7, p<.05)

따라서, 교육내용과 지속적 몰입과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PSM)는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공봉사동기는 공공조직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민간조직의 경우에는 학습동기와 정서적 몰입의 관계 그리고 교

육내용과 지속적 몰입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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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 검증 종합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 그리고 조직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교육훈련의 환경요인인 조

직지원은 정서적 몰입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지속적 몰입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나 조직몰입에는 영향을 미치므로 가설 1-1은 채

택되었다.

교육훈련의 설계요인인 교육내용은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 모두

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교육훈련의 인적요인인 학습동기의 경우도 조직지원 요인과 마찬가지

로 정서적 몰입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

속적 몰입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분적으

로 지지되었으나 조직몰입에는 영향을 미치므로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공조직에서 조직지

원은 정서적 몰입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 몰입에 대해서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조직에서도 조직지원

이 정서적 몰입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 몰입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조직지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 2-1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 차이가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교육내용의 조직몰입에의 영향이 조직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

설 2-2는 회귀분석 결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모두에서 교육내용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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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어 기각되었다.

학습동기의 경우, 공공조직에서는 정서적 몰입에 대해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지속적 몰입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나, 민간조직에서는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학습동기가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 2-3은 채택되었

다.

가설 3은 교육훈련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있어 PSM이 정(+)의 조

절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의 3개 요인과 PSM

의 3개 요인에 의한 9개의 세부 가설을 검증하였고, 추가로 평균 PSM이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공익몰입(CPI)은 교육훈련의 하위요인 중 학습동기가 정서적 몰

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미치

고 있으며, 조직지원과 교육내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절효과를 주지 못했다. 따라서 가설 3-1, 3-2는 기각되고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동정심(COM)은 조직지원 및 학습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절효과를 주지 못했지만, 교육내용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가설 3-4와

가설 3-6은 기각되고 가설 3-5는 채택되었다.

자기희생(SS)의 경우는, 조직지원, 교육내용, 학습동기가 정서적 몰입

및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따

라서 가설 3-7, 3-8, 3-9는 기각되었다.

한편, 조절변수로서 PSM은 조직지원 및 학습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조절효과를 주지 못했지만, 교육내용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의 조절효과(β=.228, p<.05)를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동정심의 회귀분석 결과(β=.260, p<.01)와 매우 유사

하며, 조절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동정심의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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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PSM 수준은 교육훈련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

화시키는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 3는 부분적으로 지지된다 할

수 있다.

가설 4는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PSM의 조절효과는 조

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지원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공조직의 경우 공익몰입(CPI), 동정심(COM), 자기희생(SS)은

모두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민간조직에 있어서도 공익몰입, 동

정심, 자기희생 모두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조직과 민

간조직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가설 4-1, 4-2, 4-3은 기각되

었다.

교육내용의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공조직의 경우는, 공익

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민간조직에 대해

서는 공익몰입과 자기희생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동정심은

지속적 몰입에 대해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4-4, 4-6은 기각되었지만 가설 4-5는 채택되었다.

학습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공조직에서는 공익

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모두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고, 민간조직의

경우에는 공익몰입(CPI)이 정서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정심 및 자기희생은 조절효과를 나타

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가설 4-7은 채택되었고 가설

4-8, 4-9는 기각되었다.

한편, 공공봉사동기(PSM)를 조절변수로 투입한 경우, 조직지원이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모두에서 PSM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반면, 교육내용과 조직몰입 관계에 있어서

는 공공조직에서는 PSM의 조절효과가 없었으나, 민간조직에서는 PSM

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학습동기와 조직몰입 관계에 있어서도 공공조직에서는 PS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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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민간조직에서는 PSM의 조절효과가 나타

났다.

따라서,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공공봉사동기(PSM)의

조절효과는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검증된 가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4-31]

과 같다.

[표 4-31] 가설 검증결과 종합

구 분 가 설 결 과

가설 1 교육훈련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조직지원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교육내용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3 학습동기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조직지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2-2 교육내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2-3 학습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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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 설 결 과

가설 3 PSM 수준은 교육훈련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
화시키는 조절효과를 미칠것이다. 채택

가설 3-1 CPI는 조직지원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
는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2 CPI는 교육내용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
는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3 CPI는 학습동기와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
는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4 COM은 조직지원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
키는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5 COM은 교육내용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
키는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6 COM은 학습동기와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
키는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7 SS는 조직지원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
는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8 SS는 교육내용과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
는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9 SS는 학습동기와 조직몰입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
는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4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PSM의 조절효과는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4-1 조직지원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CPI의 조절효과는 조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4-2 조직지원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COM의 조절효과는 조
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4-3 조직지원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SS의 조절효과는 조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4-4 교육내용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CPI의 조절효과는 조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4-5 교육내용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COM의 조절효과는 조
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4-6 교육내용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SS의 조절효과는 조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4-7 학습동기와 조직몰입 관계에서 CPI의 조절효과는 조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4-8 학습동기와 조직몰입 관계에서 COM의 조절효과는 조
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4-9 학습동기와 조직몰입 관계에서 SS의 조절효과는 조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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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세부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조

직유형에 따른 차이, 그리고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공공봉

사동기의 조절효과와 조직유형에 따른 조절효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

으며, 이를 위해, 교육훈련을 조직지원, 교육내용, 학습동기의 3개 요인으

로 구성하고, 공공봉사동기는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의 3개 요인, 종

속변수인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범주별로 종

속변수에 대한 수준이 평균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 또는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인

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중심화를 거친 상호작용

항을 추가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유형별 차이분석을 위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표본을 구분하

여 각 각의 표본에 대해 다중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조직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교욱훈련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교육훈련 요인 중 조직지원과 학

습동기가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지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이 정(+)의 관계에 있다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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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결과와 상통하는 것이며, 학습동기가 높거나 조직의 지원을 많이

받아 교육에 참석한 교육자는 조직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의외로 교육내용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교육내용은 교

육자체의 만족도는 높이지만, 조직몰입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못한 것으

로 보인다.

둘째, 조직유형에 따른 차이에 있어 조직지원은 조직유형과 관계없이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교육내용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 반면 학습동기 경우 공공조직에서는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민간조직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교육훈련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만 이는 학습

동기에만 해당된다.

민간조직에서는 교육이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투자로서, 교육자는 교

육으로 인한 성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강하다. 따라서

자발적인 교육참여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면, 공공조직에서는 고

용이 안정되어 있음은 물론, 교육의 참여가 내부평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기 때문에 교육 참여에 대한 부담이 적다. 그

러므로 교육의 참여는 교육자의 학습동기에 의한 자기계발이나 지식습득

이 주요 목적이 된다. 따라서 공공조직에서의 학습동기가 상대적으로 높

고, 학습동기가 높으면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게 되어 이는 조

직몰입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

에 대한 분석 결과, 공익몰입(CPI)은 학습동기가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고, 동정심(COM)은 교육내용이 지

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공공

봉사동기(PSM)를 평균하여 조절변수로 투입한 결과, 교육내용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동정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공공봉사동기는 교육훈련에 정(+)의 조절효과를 준다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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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넷째,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

는 조직유형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조직의 경

우 교육훈련의 하위요인인 학습동기, 교육내용, 조직지원 모두에 대해 조

직몰입과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 하위요인들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민간조직의 경우 조직지원과 조직몰입 관계에 있어서는,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요인인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의 조절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교육내용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는 동정심(COM)이 지

속적 몰입에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고, 학습동기와 조직몰입의 관

계에 있어서는 공익몰입(CPI)이 정서적 몰입에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

내었다.

또한, 평균PSM이 조절변수인 경우에도 공공조직에서는 조절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지만, 민간조직에서는 학습동기와 정서적 몰입의 관계 그리

고 교육내용과 지속적 몰입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에 있어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는

공공조직에서가 아닌 민간조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교육훈련의 하위요인 중 조직의 지원과 학습

동기는 그 수준이 높아지면 조직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진다는 것과, 학

습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조직유형에 따른 차이는 정서적 몰입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교육훈련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애착과 충

성심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훈련은 조직의 단결과 목표에 대

한 성취의식을 높여 조직성과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조직의 지원은 공

공조직과 민간조직을 불문하고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훈련에

대한 조직의 지원은 조직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로서의 충

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유형에 따른 PSM 하위요인들의 조절효과 분석에서, 공공

조직의 경우는 교육훈련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도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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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나, 민간조직에서는 공익몰입이 학습동기와 조직몰입 관계에서,

동정심은 교육내용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냈고,

평균PSM도 민간조직에서만 학습동기와 조직몰입 그리고 교육내용과 조

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균PSM의 조절효과는 공공봉사동기(PSM)의 하위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조절효과가 합산되어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교육훈련이나 조직몰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두 변수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나, 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교육훈련과 조직몰입 그리고 공공봉사동기의 영향관계를 분

석한 본 논문에서는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연구한 것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성

이 있다.

또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라는 조직유형별로 나타나는 차이를 비

교 분석함으로서, 조직유형에 따른 각 변수의 영향력의 변화를 별도로

분석하였다는 것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직위, 근속연수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 몰입 수준이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은 40대, 근속연수는 16년~20년, 직위는

부장일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40대 중후반에

경제적 부담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의 몰입인 지속적 몰입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몰입 수준 향상 노력이 30대에 집중되어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를 보면, 공익

몰입(CPI) 수준이 연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대에

서 30대로 가면서 낮아졌다가 40대에는 다시 높아져 20대보다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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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30대에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과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

움 등으로 공익에 대한 봉사 욕구나 조직에 대한 충성이 감소한다는 의

미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습동기는 정서적 몰입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지속적

몰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애착,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등이 결부된 자발적 몰입임에 반해, 지속적

몰입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몰입으로 비자발적 몰입이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는 정서적 몰입 수준의 증가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을 받음

으로서 긍정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보다는 위탁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을 수행함으로

서,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교육훈련에 많

이 참여할수록 승진 등 실질적인 혜택이 수혜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정

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넷째,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공봉사동기의 조

절효과는 민간조직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습동기와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공익몰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해

야 하겠다.

공공봉사동기의 핵심 개념인 공익몰입은 일반적으로 공공조직에서 높

게 나타나며, 선행연구에서도 공익몰입을 공익에 대한 봉사욕구나 공공

봉사의 제공 의지 등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공익몰입은 이타주의적 성

향도 함께 나타내기 때문에 민간조직의 구성원에게도 충분히 높게 나타

날 수 있으며, 민간조직에서 공익몰입(CPI)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은

민간조직의 학습동기가 공공조직에 비해 낮기 때문에, 종속변수인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 따라서 공익몰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공공조직에서는 공익몰입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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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동기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공공조직에서는 조직몰입의 조절효과가 충

분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공봉사동기 특히 공익몰입의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봉사 활동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재능 기부 등 제도

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하겠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봉사동기

의 조절효과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종사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일한 교육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받기 전과 교육훈련을 받

은 후에 각 각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교육 전과 교육 후로 나누어 측정함으로서,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나, 시간적제약과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정시점에서의 설문조

사를 기반으로 한 횡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교육훈련으로 인하

여, 교육훈련 전, 후에 나타나는 조직몰입 수준의 차이와 그로 인한 실제

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과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비교 분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표성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공

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비교 분석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상 전력산업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전력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설문을 실시함으로서, 표본선

정과 관련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제한된 기간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취득한 표본 중에도 불성실 답변이 많았다. 또한, 표

본 중 여성의 비율 13%, 직위 중 부장 5.6%, 이사 2.2% 등 일부 변수에

있어서, 표본의 편차가 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았



- 102 -

으며, 통제변수로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었다.

넷째, 현장에서는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교육훈련

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직무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규모에 따라 조직몰입의 정도가 다르고, 교육훈련 여

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조직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한계점을 반영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집 대상의 일반

화, 직무의 따른 교육훈련의 다양성, 충분한 표본의 확보, 조직규모에 따

른 영향변수 고려, 시간의 영향을 반영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프로그램의 세분화 및 전문화 등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유형별 조직몰입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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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기업정책학을 전공하고 있
으며, 본 설문지는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
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귀하의 귀중한 의견을 구
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익명으로 처리되며,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비
밀의 보호 등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는 정답 또는 옳고 그름이 없으므
로, 바쁘시더라도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평소의 생각을 솔
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3월



- 108 -

1. 다음은 조직몰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

치하는 곳에 “√ 또는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회사에서의 직장생활은 앞으로도 매우
행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회사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느
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람들과 우리회사에 관해 이야기하
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회사는 근무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가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의지에 의해서 일지라도 우리회사를 그
만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이직을 고려하려 해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만약 우리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한다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어렵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우리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필요하기
도 하지만 내가 원해서 이기도 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한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많은 잇
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지금 당장 회사를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지금 우리회사를 떠난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
치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회사를 옮겨 다니는 것이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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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공공봉사동기(PSM)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
여 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사적인 이득과 무관하게 지역사회에 봉
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의미 있는 공공봉사를 중요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익에 반할지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최
선인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공공봉사는 시민의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복지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
하지 않는 사람은 동정할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산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손해를 감수한
다.

① ② ③ ④ ⑤

12 개인적인 성취보다 사회에 대한 공헌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로부터 받은 것 보다 많은 것을 사
회에 환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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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학습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

치하는 곳에 “√ 또는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육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육을 잘 받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성
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육은 열심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의

욕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6 조직의 일원으로서 교육은 중요한 것이라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교육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

치하는 곳에 “√ 또는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과정의 내용은 내가 하는 업무에 필
요한 핵심 사항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직무에 어떻게 적
용할 것인지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육은 직무에 응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육은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구체
적인 경험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은 계획된 교육과정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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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조직의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상사는 이 교육이 내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상사는 내가 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덜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상사는 내가 이 교육에 참가하는 것에 대
해 지지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동료들은 내가 이 교육에 참가하는 동안 
업무공백을 대신 하여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동료들은 내가 이 교육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지지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동료들은 내가 이 교육에 참가하는데 도움
이 되는 필요한 교육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는 이 교육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는 이 교육에서의 지식이나 기술
의 획득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책임을 부여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회사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지속
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직무를 배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회사는 직원의 혁신과 자기개발을 높
이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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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은 통계적인 분류를 위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기(√ 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의 연령은?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나.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다.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학사)  ④ 대학원졸(석사)  ⑤ 박사

  라.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마. 귀하의 직위는?

    ① 대리 이하   ② 과장   ③ 차장   ④ 부장   ⑤ 이사 이상

  바. 귀하의 근속년수는?

    ① 1~5년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사. 귀하가 근무하는 조직유형은?

    ① 공공조직   ② 민간조직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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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Training aff
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 Focu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organizational types and Moderating Effec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

Kim, Jae-su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HRM(Human Resource Manage

ment)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is being emphasized because a

company cannot attain the needed performance levels no matter how

good its visions and strategies are, unless its employees are sufficient

ly competent.

Therefore, many companies don’t simply dwell on acquiring skilled

talent, but foster their abilities by increasing investment in educationa

l training(ET), as well as aiming to enhance their levels of organizati

onal commitment(OC).

Meanwhile, there had been studies where PSM(Public Service Moti

vation) had been found to give meaningful effects on the OC. Yet, in

the studies looking for the effects to the OC due to the interactio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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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n the PSM and the ET, few were analyzed in terms of comparin

g organization typ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how the factors of the ET affect th

e OC, how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PSM and the ET affect the

OC, and how these effects differ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types.

In order to carry this out, surveys were conducted on the people

working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who were receiving training at

KPX Education Center. In the analysis, the OC was the dependent va

riable, the ET w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PSM was the m

oderating variable.

In order to see if the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differed

meaningfully on average with the demographic factor considered, t-te

st and ANOVA were applied. To verify the causality and the modera

tion effec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

alysis were applied. To see the difference in terms of organizational t

ypes, samples were segregated accordingly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person with mor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and higher rank had higher levels of OC.

The difference in average with the demographic factor considered wer

e in line with the previous studies.

Second, the organizational support and the Educational motivation,

which are factors in the ET, had positive effect on the OC, especially

on the affective commitment. PSM also had positive moderation effect

on the OC.

Third, OC due to the Educational motivation had positive effects o

n public sector, but no such effects were found on private sector, sho

wing the difference in terms of organizational types. This is apparentl

y because the burden of linking the ET to the performance is higher

on the private sector, which inhibits the positive effects on the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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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moderation effect on the OC of the PSM appeared on the

private sector, but not on the public sector.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hints at the following points.

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level of OC, becoming aware of an org

anizational support and getting motivated for the training are more im

portant than getting professional training contents.

Second, the effects of the ET are different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refore the correct human resources policy shou

ld be developed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employees’ actions an

d interests.

Third, PSM has generally been known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OC for the public sector, but this study has found its moderation

effects only on the private sector. This shows that the ideas that the

employees have about the ET is more important than the level of PS

M itself. In the future studies regarding the organizational types, man

y of the influencing factors such as the intensity and the duration of

the E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Keywords : Organizational Commitment, Public Service Motivation,

Organizational Types, Education Training, Educational Motivation

Student Number : 2014-2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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