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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7년 5월에 시작한 새 정부는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과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제도시행을 한 경우 이를 폐지하

도록 하였다. 그 간의 정부가 적극 도입하려 했던 이 제도의 목적은 직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성과연봉제의 기

본 목적인 경쟁의 개인적 성향인 경쟁심(competitiveness)을 선행연구에 기반

하여 우월적 경쟁심(Superiority competitiveness)과 자기 목표에 관한 경쟁심

(Goal competitiveness)으로 나누어 경쟁심이 직무동기인 내재적 직무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자율성을 통한 매개효과와 조

직공정성의 조절효과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전의 정부는 노동유연화를 기초로 한 노동5법 개정 시도 등 무한경쟁은 

강조하면서도 무리한 재정정책과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국가경쟁력은 낮아지

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공공조직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하산 인사와 고위직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조직 관리에 

타격을 주는 등 조직공정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경쟁의 개인적 성향인 경쟁심이 직무동기에 주

는 영향을 파악하고 경쟁심과 내재적 직무동기간에 자율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지와 조직공정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지를 연구하여 조직관리의 중요한 요

소인 직무동기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조직 운영을 하는데 있어 실증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내재적 동기가 직무만족이라든지, 직무몰입이라든지 하는 조직효과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거나 조직효과성에 조직공정성이 조절효과나 매개효과가 있

다는 부분은 그 간의 연구로 많이 밝혀진 부분이다. 그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내재적 동기에 경쟁심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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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많지 않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등 성과급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경쟁심이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드물며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연구

하는 사례는 없어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경쟁심 중 우월적 경쟁심은 매개변수인 자율성과 종속변수인 성취감 및 일

에 대한 즐거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목표 경쟁심은 매개변수

인 자율성과 종속변수인 성취감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종속변

수인 일에 대한 재미에는 유의한 결과 값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자율성은 목

표 경쟁심과 성취감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와 N공단 직원의 경우 목표 경

쟁심이 자율성을 통해서만이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어 조직구

성원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경쟁심과 직무동기의 유인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조직공정성은 경쟁심과 성취감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

지를 못했다. 이는 N공단의 직원이 오랜 기간 동안 조직에 대한 공정성을 높

게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한 상태로 경쟁심과 성취감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N공단의 조직구성원은 경쟁심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우월

적인 경쟁보다는 최고의 역량을 위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쟁심

이 강하며 이는 성취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실증되었으며, 본 연구에 

의하면 이 관계는 자율성을 통해서만 성취감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어 조직관

리에 있어 최우선으로 자율성을 확대하여 조직구성원의 성취감을 높임으로써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주요어 : 경쟁심, 내재적 직무동기, 자율성, 조직공정성

학  번 : 2016-2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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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N공단의 정규직을 대상으로 개인의 주관적 경쟁심리인 

경쟁심이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율성을 확

인하고, 관계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조직공정성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여 분

석하는 것이다. 성과급제의 논리적 구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이 

되는 평가제도의 공정성과 조직구성원의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쟁심이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할 때 조직공정성이 전제되어

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N공단의 경우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내부의 경쟁이 민간기업보다 결코 낮

은 것이 아니며 금전적 인센티브가 낮은 상태에서 승진이 매우 중요한 유인이 

되어 왔다. 그동안의 조직 관리에 있어 승진이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 공기업의 경우 이직이 자유롭지 않은 구조에서 내부승진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N공단의 경우 1988년부터 꾸준히 조직 확장을 이

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직구성원의 대량전직1) 한 이후로 인사적체가 심

해져 내부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기금적립액이 2017. 4월 말 기준 540조로 외

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는 조직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예산통제로 

1) 1995년 농어촌 지역 확대 적용 및 1999년 전국민연금 확대 적용으로 H공단에서

N공단으로 약 1500여 명이 전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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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내부승진만이 금전적 인센티브로 작

용하는 부분이 강하다.

경쟁심이 자율성의 토대위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

몰입의 요소인 직무동기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한 통제,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련 통제, 수

탁기관으로서의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로 자율성 있는 정책수립이 어려운 현실

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거의 정부가 노동유연화를 기초로 한 노동5법 개정 시도 

등 무한경쟁은 강조하면서도 불합리한 정책과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국가경쟁

력2)은 정체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일이 다수 발생

하고 있었다. 공공조직도 낙하산 인사와 고위직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기관 경

영에 타격을 주는 등 조직공정성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공정사회 구현’이 국정운영의 주요과제로 제시

되기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려 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없으

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주로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국가경쟁력과는 다른 관점에서 정부경쟁

력3)을 언급하면서 정부경쟁력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정부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행정 관료들

2)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3년 연속 26위를 기록(`16

년 총138개국 대상)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동 분야는 77위로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2017년 국

가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순위를 기록한 2016년과 같은 수준이다.
3)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센터에서 발간한 Government Competitiveness 2016

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OECD 34개국 중 21위로 2015년 16위보다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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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렴성, 정부에 대한 신뢰제고임을 지목하는 견해도 있다(이현국, 2014).

따라서 정부나 개인이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성과연봉제와 같이 

외재적 직무동기에 관심을 두는 것과 함께 경쟁심이 내부적 직무동기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직공정성은 이들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가를 

연구하는 것은 향후 조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N공단의 경우 내부직원이 느끼는 자율성과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N공단의 경우 2016년 성과연봉제 관련 공

공기관 파업 시 철도공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늦게 업무에 복귀한 사실을 보면 

조직 내부구성원들이 느끼는 자율성과 공정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직원

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의 직무동기가 이들의 직무만족에 영

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 자율성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과 조직공정성이 조절

효과를 가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N공단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종사자

의 경쟁심이 내재적 직무동기간의 관계에서 자율성이라는 매개변수와 조직공

정성의 조절변수를 함께 분석하고, 또한 경쟁심과 직무동기 간의 관계가 어떻

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고 향후 조직관리 방안에 그 결과를 반영하

는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본다.

제 2 절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경쟁심

경쟁(competition)이라는 개념은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경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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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경쟁이란 조금이라도 더 최상의 조건으로 거래관계를 맺기 위한 공급

자(사업자)와 수요자(소비자 내지 고객)의 자율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거나

(이봉의. 2016),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접근이 배제된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람들이 그 목적을 획득하는 것이다.(Stockdale at al. 1983). 경쟁

이나 또는 경쟁심에 관해 몇 가지 정의가 있다. 경쟁적 상황을 개인들 중 한명

이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목적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한다(Deutsch, 1949). 이와 같이 경쟁은 매우 복합

적인 현상이고 고도의 추상성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량적으로 파

악되지 않고 정성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경쟁(competition)이라는 개념도 복합적인데 개인의 경쟁 심리인 경쟁심

(competitiveness)은 더욱 다차원적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쟁심리에 대한 

연구는 사회비교이론을 통하여 연구되어 왔다. 사회비교(social comparison)란 

자신의 능력, 생각과 의견, 행동, 태도 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를 토

대로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Festinger, 1950, 1954). 만약 이것

들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타인을 주관적 평가 기준으로 인식하

여 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비교는 사람들

이 자신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성과수준 격차를 최

소화하거나 그들보다 높은 성과를 내려는  단방향적 상향 욕구(unidirectional

drive upward)로 이어져 경쟁적 행동을 유발한다(Festinger, 1954, 126). 그러

므로 경쟁심리 또는 경쟁적 행동은 사회비교과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Garcia et al, 2010).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경쟁 또는 경쟁적 상황을 제로섬 상황 또는 

그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관련지어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쟁

심(competitiveness)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황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하거나(Helmreich and Spence, 1978),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



- 5 -

는 것을 즐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iskind and Wilson, 1982). 이러한 사회비

교 관점의 연구들은 제로섬 상황 여부와 관계없이 경쟁심을 경쟁 대상자들보

다 우월하고자 하는 단일차원의 욕구로 바라보고 있다. 즉, 제한된 목표달성과 

성과에 대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 각 개인은 경쟁을 하며, 이 경쟁은 각 개

인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쟁심의 다차원성을 구분하여 연구를 심화하고 있

다. 경쟁심은 대인적 경쟁심(Interpersonal competitiveness)과 목표 경쟁심

(Goal competitiveness)의 두가지로 구성된다고 한다(Griffin-Pierson, 1990).

대인적 경쟁심(Interpersonal competitiveness)은 타인보다 잘 하고자 하는 욕

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구이다. 반면에 목표 경쟁심

(Goal competitiveness)은 스스로 탁월해지고자 하는 욕구,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와 유사하게 경쟁심을 크게 이기고자 하는 욕구(Desire to Win)와 업무 

수행을 잘 하고자 하는 욕구(Desire to Perform Well)로 나누거나(Franken

and Brown, 1995), 경쟁심을 이기려는 욕구인 대인간 성공(Interpersonal

Success)과 경쟁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개선시키려는 욕구인 자기영향력 강화

(Self-Aggrandizement)로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Houston, Mcintire, Kinnie

& Terry, 2002). 남을 이기려는 우월 경쟁심(Superiority Competitiveness)과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숙달 경쟁심(Mastery Competitiveness)으로 구분하

거나(Kayhan, 2003),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이기고자 하

는 우월경쟁(Competing to win)과 개인적 목표를 능가하기 위한 목표경쟁

(Competing to Excel)으로 경쟁심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Hibbard and

Buhrmester, 2010).

경쟁심을 2차원 이상으로 구성한 연구도 발견되는데 이들 연구에서도 타인

에 대한 대인적 경쟁과 스스로에 대한 개발 경쟁은 포함되고 거기에 다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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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추가된 형태로 구분하였다. 어떤 학자는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경쟁심을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경쟁심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Newby & Klein, 2014). 경쟁심의 4가지 차원 중 일반적 경쟁심(General

Competitiveness)은 개념상 상위차원으로 경쟁을 즐거워하는 정도, 자신을 경

쟁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는 정도, 경쟁에 의해 동기가 부여 되는 정도, 경쟁을 

통한 성취감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둘째, 지배적 경쟁심(Dominant

Competitiveness)은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증명하려는 개인적 욕구로서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무차별적으로 경쟁하려는 정도를 반영한다. 셋째, 경쟁

적 감정(Competitive Affectivity)은 경쟁에 대한 감정적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경쟁을 즐기고, 경쟁승리에서의 우월감과 강력함을 느끼며, 경쟁패배에 의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강화 경쟁심

(Personal Enhancement Competitiveness)은 자기역량, 숙련, 성취, 그리고 자

기증진을 입증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성향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쟁심을 다차원적 개념으

로 이해하고, 대다수 선행연구들에 따라 경쟁심을 2차원적 구성하였다. 특히,

Griffin-Pierson, S. (1990), Kayhan(2003), Ryckman(1996, 2009, 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경쟁심을 우월적 경쟁심(Superiority competitiveness), 목표경쟁심(Goal

competitiveness)의 2가지 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경쟁심을 정신분석학적 측

면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있으나(Ryckman 1996, 2009, 2011) 이 연구에서는 일

반적인 심리성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경쟁심은 성취동기나 성취동기의 구성요소로 정의되어 왔다. 성취동기는 대

인관계에서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역량(excellence)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다.(Sharon Griffin-Pi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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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동기이론

직무동기(work motivation)는 상당히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오석홍(2016)은 직무수행동기라고 부르며, 이러한 동기는 조직에서 원하는 일

을 하려는 동기이고,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과 생산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 조직구성원이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조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의미하며,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의무와 보

상 및 연대의식을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Allen & Meyer, 1990). 내

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를 이해하

는데 중요한 기준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가에 달려 있

다고 하며, 자기결정서의 연속선상에 놓고 가장 낮은 유형의 무동기를 언급하

기도 했다(Deci & Ryan, 2004). 무동기는 행동에 대한 의도가 아주 없는 상태

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 내재적 동기는 내면의 흥미, 성취감, 즐거

움, 만족감으로부터 발생하는 내적 요구상태인 반면(Luthans, Youssef,

Avolio, 2007), 외재적 동기는 외부로부터 받은 다양한 보상들과 상황으로부터 

기인한다(Deci & Ryan, 2000). 예를 들어 어떠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 

자체에 대해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거나 재미를 느낄 때를 내재적 동기로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를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한다거나 금전 등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재적 동기로 이해할 수 있다(Leonard, Beauvais and

Scholl, 1999).

내재적 동기는 “다른 뚜렷한 보상 없이 과업을 수행하는 행위 그 자체로 인

한 즐거움, 과업에 대한 도전, 호기심 충족 등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것”을 의

미하는 반면(Amabile, 1993:186), 외재적 동기는 “과업 그 자체보다는 금전과 

같은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유발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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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내재적 동기는 직무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정

도를, 외재적 동기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승진과 급여 같은 외재적인 보상을 통

해 동기가 부여되는 정도를 말한다(고수일·한주희, 2005).

내재적 동기는 조직구성원이 외부의 물질적 보상과 상관없이 자신이 직무자

체에 내포되어 있는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려는 욕구이다(Deci

& Ryan, 1985). 내재적 동기의 이론적 기초는 Deci(1975)가 정립한 인지적 평

가이론(Cognitive evalution theory)이다. 인지적 평가이론은 귀인이론

(self-attribution)을 바탕으로 내재적 동기부여와 외재적 동기부여 간의 관계

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가 부여된 상태에서 금전

적 보상이나 승진 같은 외재적 동기부여 요인이 부가되면 내재적 동기부여가 

오히려 감소하는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한다. Deci와 Ryan(1985)에 의하

면, 내재적 동기는 능력(competence)과 자기결정에 대한 욕구라는 2가지 기본

적인 욕구를 바탕에 깔고 있다. 능력욕구가 충족되면 개인은 자신이 유능하다

고 믿기 때문에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직무 그 자체를 흥미로운 것으로 

인식한다. 자기결정 욕구에 의해 외부의 압력이나 통제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

에 의해 활동을 하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된다(Deci & Ryan, 2000).

내재적 동기이론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내재적으

로 동기가 부여된 경우 일에 대한 감정,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 직무성과의 질

적 수준에서 외재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경우와 차이가 있다(Amabile, 1993).

내재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창의성, 성과 등이 

더 높다고 한다(Amabile, 1996; 정진철·한주희, 2003: 1074).

한편 외재적 동기는 보수, 직업안정성, 근무환경과 같은 요인을 의미하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외재적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반대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Deci & Ryan, 1985). 이들은 강한 외재적 동기유발요인이 제시되면 내재

적 동기는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일부학자들은 내재적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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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적 동기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외재적 동기가 직접적으로 내재적 동기를 

약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Amabile, 1993: 188)

3. 경쟁심과 직무동기와의 관계 

대체로 초기의 실증 연구들은 경쟁이 내재적 동기를 침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Deci et al.(1981)은 퍼즐게임 실험4)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을 이

겨야하는 경쟁 상황(instructed to beat the other person)에서 퍼즐을 푼 사람

들은 그렇지 않은 최선을 다하기만 하도록 유도된 (instructed to do their

best) 사람들보다 퍼즐을 빨리 풀기는 하였으나, ‘퍼즐 풀기에 대한 흥미’가 낮

아졌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대인적 경쟁이 내재적 동기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대인적 경쟁상황을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이 아니

라 통제적 상황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후행연구인 Vallerand, Gauvin, &

Halliwell (1986)의 연구결과도 이와 동일하였다. Amabile(1982)의 연구 역시 

포상을 위한 경쟁(competing for prizes)이 어린이들의 예술적 창의성(예술적 

창의성은 내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쟁의 긍정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Epstein and

Harackiewicz(1992)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적 경쟁이 낮은 성취동기자(people

low in achievement motivation: LAMs)의 과업의 즐거움(task enjoyment)을 

감소시키는 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쟁이 높은 성취동기자(people high in

achievement motivation: HAMs)의 과업의 즐거움은 증가시킨다. Reeve and

4)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그 중 한 집단은 퍼즐을 풀 때마다 상금을

주었고 한 집단은 퍼즐을 풀어도 돈을 주지 않았다. 비록 속도차이는 있었지만

상금을 받으며 퍼즐을 풀던 학생들 보다는 보상 없이 퍼즐을 풀었던 학생들이

더 많이 게임을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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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 (1996) 역시 성취지향적(doing one's best) 경쟁상황은 내적 동기를 증가

시키지만 대인적 경쟁상황은 내적 동기를 하락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단, 경

쟁적 상황에 대한 결과 정보가 환류 되지 않는다면 대인적 경쟁상황의 내적 

동기하락효과는 사라진다. Tauer & Harackiewicz(1999)는 경로분석을 통해 

경쟁은 고성취동기자의 경우 지각된 도전성(perceived challenge-매개변수)을 

매개로 내재적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쟁에서 

고성취동기자의 경우 과업을 도전적인 것으로 지각 할 때 사람들의 ‘과업에 대

한 즐거움’이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경쟁은 역량의 중요성

(competence valuation; 매개변수)을 증가시켜 과업에 대한 즐거움 즉 내재적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율성

자율성(autonomy)은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이다.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로 경험하려는 

기본욕구와 관련이 있다(DeCharms, 1968; Ryan & Grolnick, 1986).

자기결정성 이론은 환경적 요인이 기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

성에 영향을 준다고 전제한다. 유능감 지각 혹은 유능성은 자신이 환경과 효율

적․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유능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

의 능력을 연마하고 확장시키는 만족을 경험하기 위한 욕구이다(Deci &

Ryan, 1985; Elliot & Thrash, 2002; Koestner & McClelland, 1990). 관계성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단단한 관계를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유의미한 타인

들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Deci(1985)와 Ryan(2002)에 따르면 압박적 환경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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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환경은 사람들의 자기결정동기를 향상시킨다. 자율적 환경은, 개개인이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의 주체라고 느끼게 되는 맥락이다. 반면 압박적 환경은 

자신이 아닌 외부의 힘이나 사건이 자신을 조정한다고 느끼는 맥락이다

(DeCharms, 1968). 자기결정성은 내재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사고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압력을 주면 내재적 동기가 감

소”하는 반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킨다(Deci &

Ryan, 1985, p. 96).

물론, 박선영(2009)의 연구 결과는 직무만족의 요소와 관계가 없다고 하나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이환범, 신승부(2008)의 연구처럼 업무에서 재량권을 확

대하여 자율성의 만족감을 높여야한다고 한다. Finn(2001)이나 박영만(2011)의 

연구결과도 동일하게 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5. 조직공정성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업무공간에서 공정성(fairness)을 인

식하는 것을 말하며(Cropanzano & Byrne, 2001),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조직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와 그러한 공정한 대

우가 직무와 관련된 조직 구성원의 태도 혹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설명하는 개념이다(Greenberg, 1990). 이러한 조직공정성은 과거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언급되어 왔던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이 

옳다고 믿는 주관적이고 기술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Cropanzano, Bowen,

& Gilliland, 2007).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은 애덤스(J. Stacy Adams) 등에 의해 체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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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다(Adams & Rosenbaum, 1962). 이 이론이 발표된 이후 조직공정성을 

설명하는 유형들뿐만 아니라 조직공정성이 특정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를 설명하는 이론 역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Cropanzano, Byrne, Bobocel,

& Rupp(2001)는 조직공정성에 대한 이론들을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조직공정성을 인식하게 되는가 하는 과정이론과 사람들이 왜 공정성을 중요시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론으로 구분하여 조직공정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적 설

명을 시도했다. 개인의 투입(노력, 성과, 기술, 생산량, 제품과 서비스의 질)

대(對) 결과(보수, 승진, 인정, 칭찬, 지위)의 비율을 동일한 직무상황 내에 있

는 다른 사람들의 투입(inputs) 대 결과(outcomes)의 비율과 비교한다는 것이

다. 애덤스에 의하면 첫째는 개인의 공정성 지각은 공헌도에 비례한 분배에 달

려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정성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공헌 대 보상

의 절대수준이 아니라 타인의 비율간의 비교라는 것이며, 셋째는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 종업원은 그 불공정성을 감소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Maslow A. H. 등의 욕구이론이 개인에 기초한 이론이라면, 균형이론은 집단

의 영향력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교한 개인의 지각을 중요시한다.

조직공정성의 개념을 Moorman(1993), Levental et. al.(1980) 등은 3요인 

모델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의 3요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분배공정성은 주로 투입에 대한 보상(산출)의 비율을 준거 대상의 비율과 비

교하는 과정에서 인식된다. 초기 공정성 연구는 이 분배 공정성을 다루고 있는

데, 타자와의 비교속에서 자신의 투입에 대한 조직의 보상에 대한 결과를 주관

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보상의 결과(크기)가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긍정적 태

도에 몰입한다고 본다. 절차공정성은 보상의 크기보다는 이러한 보상에 이르

는 과정 절차, 수단의 문제를 강조한다. 보상과정에 적용되는 기준, 절차 및 수

단 등이 얼마나 공정한지 여부가 그 보상의 결과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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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공정성은 절차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내 대인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원 상호 간 관계가 공정성 인식을 좌우하는 차원임을 의미한다.

Bies & Moag(1986)는 절차의 실행과정에서 타인(주로 상사)으로부터 받는 처

우의 질이 공정성의 독립된 하나의 차원임을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상호작용 

공정성은 Greenberg(1993:79-1030)에 의해 두 종류의 공정성 유형으로 세분되

었는데 하나는 대인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공정성

(Informational Justice)이다. 대인 공정성은 인간적 존엄, 인정, 존중과 같은 개

념을 포함한다. 그리고 정보 공정성은 절차가 시행될 때 왜 그러한 절차방식이 

사용되고 혹은 어떤 방식에 따라 분배의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

대로 제공받는가에 관련된다. Greenberg의 영향을 받은 Colquitt et al.(2001)

이 메타분석에서 네 가지 공정성 유형, 즉 분배 공정성 및 절차 공정성과 함께 

대인 공정성과 정보공정성을 사용하였고 이후 주요 연구자들이 그러한 네가지

의 조직 공정성 유형을 사용해 왔다(Deconinck & Johnson, 2009, Li &

Cropanzano, 2009).

공공조직의 경우 법령이나 예산의 제약 하에서 조직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조직보다 조직공정성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공정성 개념 중에서 조사대상자가 간결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관해서만 연구대상으로 하며, 조직공정

성이 조절효과가 있을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조직공정성 관련 국내 선행연

구를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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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조직공정성 관련 국내 선행연구

저 자 독립변수 조절, 매개변수 종속변수

박순애5)

정선경

(2011)
절차공정성, 직급 승진, 보상만족, 경력정체

이수영
보상의 공정성, 보상의 

적절성, 자율성, 업무량
직무만족

원지숙

(2011)
고용형태 신뢰 조직몰입

김재겸

(2004)
성과급 유형

(개인, 집단)
외적공정성, 내적공정성 조직몰입

정유제

(2014)
리더의 감독행위

(지원적, 모욕적)
공정성,신뢰

OCB
(조직시민행동)

김혜숙

(2013)
성과상여금제도

조직유효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김영국

(2014)
기업의 윤리풍토 공정성 조직유효성

이종완

(2015)
성과연계보상에 대한 

공정성
조직신뢰 고객지향성

김성은

(2010)
리더의 감성지능,

공정성
상사신뢰

조직유효성

(정서적 몰입, 시민행동)

윤정호

(2013)
공정성

사회정체성

지각

직무수행 맥락, 과업,
일탈행동

황두모

(2012)
공정성

경영자특성
신뢰

조직유효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유종복

(2013)
조직공정성 노사관계질 직무몰입, 이직의도

김영희

(2006)
중간관리자의 분배,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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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비교이론을 통하여 발전하여 온 경쟁심 이론에

서 보면 경쟁심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경쟁심 및 경쟁적 행동

은 사회비교과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였다(Garcia et al, 2010). 조

직공정성도 공정성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헌 대 보상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타인의 비율간의 비교라고 하였듯이(Cropanzano, Byrne,

Bobocel, & Rupp, 2001), 경쟁심은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 때 긍정

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추론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구성

하고 실증적 분석을 하려고 한다.

5)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조직공정성과 경력정체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임

김종근

(2016)
공정성

팀·구성원 교환관계,
상사신뢰(매개변수)

조직몰입

김도형

(2011)
고용형태 조직공정성 조직시민행동

이승환

(2009)
인적자원관리

(채용, 교육, 경력, 보상)
공정성지각, 자기효능감

조직성과, 조직몰입,
경쟁력 지각

이지은

(2015)

직무동기

(내재적 동기,
외재적동기)

조직공정성, 상관신뢰,
목표지향성

(매개변수)

직무만족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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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문제

①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쟁심은 내재적 직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② 자율성은 경쟁심과 내재적 직무동기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③ 조직공정성은 경쟁심과 내재적 직무동기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2. 가설 설정

Lepper와 Henderlong(2000)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각각  조직구성

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직구성원들에게도 직무동기 중 

내재적 동기를 분리하여 영향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경쟁심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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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우월적 경쟁심은 자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1.2 목표 경쟁심은 자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2. 자율성은 내재적 동기인 성취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우월적 경쟁심은 성취감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2.2 목표 경쟁심은 성취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3. 자율성은 내재적 동기인 업무 자체의 즐거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우월적 경쟁심은 성취감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3.2 목표 경쟁심은 성취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4. 조직공정성은 경쟁심과 내재적 동기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 사용할 각 변수의 명목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표2-1]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2-1] 설문문항 구성

명목적 정의 조작적 정의

내

재

적 

동

기

성취감

이상적 자아의 

기본적인 

특성·능력·가치

가내부지향적인

동기

① 나는 업무수행에 있어 스스로 동기부여하여 목표를 달성

하고자 한다.
② 나는 어려운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만족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③ 나는 업무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개인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수행을 하려고 한다.

업무자체

즐거움

직무수행시의

자체적 즐거움

획득 동기

①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내가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느낀

다면 만족한다.
② 내가 가장 즐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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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무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일이 보다 더 

즐거운가이다.

경

쟁

심

우 월 적 

경쟁심

남보다 우월하

거나 이기고자 

하는 욕구

① 다른 사람들이 나와 경쟁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과 

경쟁하려는 욕구가 있다.
② 나는 일과 게임에 있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③ 내가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better)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보다 월등해질 것이다.

목표 

경쟁심

최고의 역량이

라는 목표를 달

성하고자 하는 

욕구

④ 나는 경쟁이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좋아한다.
⑤ 경쟁은 내 능력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한다.
⑥ 나는 경쟁이 내가 최선을 다하게끔 한다고 생각한다.

자율성

자신이 스스로 

행동에 대한 주

체이고 조절자

라는 신념

① 나는 업무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한다.
② 나는 업무의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③ 나는 업무절차를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다.

공

정

성

분배

공정성

타자와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투입에 대한 보

상의 결과를 주

관적으로 판단

①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② 쏟아 부은 노력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③ 달성한 업적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

고 있다.
④ 나의 경력 및 경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

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⑤ 내가 가진 책임수준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

상을 받고 있다.
⑥ 내가 업무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

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절차

공정성

보상의 크기보

다는 이러한 보

상에 이르는 과

정을 강조

⑦ 직장에서 의사결정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루어

진다.
⑧ 직장에서 의사결정은 연령, 성별, 학연 등에 관계없이 이루어

진다.
⑨의사결정시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방침에 일관성이 있다

◯10 의사결정시에 외부압력이나 “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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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1) 매개효과 모형

먼저 내재적 동기인 성취감과 일에 대한 재미를 결과(종속)변수로 하고,

자율성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독립변수인 우월적 경쟁심 및 목표 경쟁심과 

내재적 동기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1의 모형은 

직원의 경쟁심이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율성은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을 도식화한 것으로 자율성이 매개 변수로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함으로써 자

율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가정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1

통제변수
성별, 연령, 근속연수,

결혼여부, 학력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경쟁심

우월적 경쟁심

자율성
내재적

동기

성취감

목표 경쟁심
업무자체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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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절효과 모형

[그림 2] 연구 모형 2

독립변수 종속변수

경쟁심

우월적 경쟁심

내재적 동기

성취감

자기계발적

경쟁심

업무자체

즐거움
 

 

통제변수
성별, 연령, 근속연수,

결혼여부, 학력                                        

조절변수(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5. 분석방법

연구의 표본은 N공단에 근무하는 정규직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근거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N공단 정규직 총 200명을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중심화 경향이 강하거나 응답이 

부실한 15여명의 설문을 제외하고 185부를 분석에 활용했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실증주의적 연구로서 자료의 수집은 N공단에 근무하는 본부와 

지사직원 중 정규직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수

집된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수의 신뢰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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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며, 각 변수

들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등의 통계 처리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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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증분석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3-1]과 같다. 분석 대상인 185

명 중 남성은 131명으로 70.8%이며, 여성은 54명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49세가 84명(45.4%), 50～59세가 59명(31.9%), 30～39세가 

29명(15.1%), 23～29세가 13명(7%)순으로 나타나 40대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

워 조직의 연령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157명(84.9%), 미혼자가 28명(15.1%)로 기혼자의 비율

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147명(79.4%), 대학원 이상이 27명(14.6%), 전

문대졸이 9명(4.9%), 고졸이 2명(1.1%)순으로 대졸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근무기간별로는 10년 이상 근무자가 많았으며 16년 이상 근무자가 과반을 

이상을 차지했다. 16～20년 60명(32.4%), 21년 이상 59명(31.9%), 11～15년 33

명(17.8%), 1～5년 21명(11.4%) , 6년～10년 12명(6.5%), ,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3급 차장급이 60명(32.4%)로 제일 많았고, 4급 54명(29.2%), 5급

22명(11.9%), 2급20명(10.8%), 6급18명(9.7%), 1급11명(5.9%)순이었다. 관리직

급과 비관리직으로 구분 시 관리직은 91명(49.2%)명이며, 관리직원이 아닌 4

급 이하 일반직원은 94명(50.8%)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근무지역별로는 본부 77명(41.6%), 서울38명(20.5%), 경인32명(17.3%), 대전 

14명(7.6%), 부산13명(7.0%), 광주7명(3.8%), 대구4명(2.2%)순으로 본부 인원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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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응답자 빈도표

변  수 항 목 빈 도 비 율(%)

성 별
여자 54 29.2

남자 131 70.8

연 령

23-29세 13 7.0

30-39세 29 15.1

40-49세 84 45.4

50-59세 59 31.9

결혼여부
미혼 28 15.1

기혼 157 84.9

학 력

고졸 2 1.1

전문대졸 9 4.9

대졸 147 79.4

대학원 이상 27 14.6

근무기간

1년 - 5년 21 11.4

6년 - 10년 12 6.5

11년 –15년 33 17.8

16년 - 20년 60 32.4

21년 이상 59 31.9

직 위

관리직

1 11

91

5.9

49.22 20 10.8

3 60 32.4

일반직

원

4 54

94

29.2

50.85 22 11.9

6 1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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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통계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3-2]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

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척도는 1점  ‘전

혀 그렇지 않다’=1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근무지역

광주 7 3.8

부산 13 7.0

대구 4 2.2

대전 14 7.6

경인 32 17.3

서울 38 20.5

본부 77 41.6

합계 185 100.0

[표 3-2] 기초통계분석

　구  분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   령 185 26.00 59.00 44.864 8.394

근무기간(연) 185 1.00 30.00 17.636 8.315

경쟁

심

우월적 경쟁심 185 1.00 5.00 3.186 .860

목표 

경쟁심
185 1.00 5.00 3.544 .771

내재

적 

동기

성취감 185 1.50 5.00 4.343 .554

일에 대한 재미 185 2.00 5.00 3.986 .696

자율성 185 1.33 5.00 3.532 .755

종속 분배공정성 185 1.00 5.00 3.278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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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통제변수인 연령평균은 약 48.9세, 평균 재직기간은 17.6년이었

다. 독립변수인 경쟁심 중 우월적 경쟁심의 평균이 3.186으로 목표 경쟁심 

3.544보다 낮았다. 내재적 직무동기인 성취감은 평균이 4.343으로 업무에 대한 

재미의 평균 3.986보다 높았다.

한편 매개변수인 자율성의 평균은 3.532로 나타났고 종속변수인 분배공정성

의 평균은 3.278로 절차공정성은 평균 3.181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엇인가 이루려는 성취감이 높다는 견해(송호근,2006)가 

있는데  N공단 직원의 경우도 전체 변수 중 통제변수를 제외하면 성취감의 평

균이 가장 높아 성취감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변수에 대한 3급 이상 관리직과 4급 이하 비관리직에 대한 공정성

과 자율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표3-3]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

을 통해 분석한 결과 3급 이상 관리직이 4급 이하의 일반직원보다 우월적 경

쟁심, 분배공정 및 절차공정성 모두 유의수준 0.01수준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목표 경쟁심, 성취감은 유의수준 0.05 범위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율성

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직에 있는 직원이 관리직이 아닌 직원보다 경쟁심이 강하고 성취

감이 높으며 조직의 공정성에 대하여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변수 절차공정성 185 1.00 5.00 3.181 .768

[표 3-3] 관리직 및 비관리직 평균차이 분석 결과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관리직

(n=91)
일반직원

(n=94)
관리직

(n=91)
일반직원

(n=94)

분배공정성 3.5147 3.0466 .8580 .7237 3.996 .000*

절차공정성 3.4203 2.9495 .6257 .8227 4.39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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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1. 타당성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려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실체

에 가깝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

인분석(factor analysis)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요인분석은 여러 측정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공통요인으로 묶어 측정된 변수들이 동일한 구성개념

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많은 측정 문항을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해준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실시하여 다수의 변수들을 소수의 요인들로 축약하였

고 이 경우 변수들로부터 요인이 추출된다. 선형결합으로 나타나는 주성분들

을 도출하고 변수들과 요인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도록 요인축을 회전시키는 

방법에는 직각회전과 사각요인회전이 있는데, 직각 회전 중 요인행렬의 열의 

자  율  성 3.3531 3.3532 .0757 .0815 -.007 .994

성  취  감 4.4286 4.2606 .4863 .6034 2.087 .038*

일의 재미 3.9111 4.0585 .6162 .7615 -1.446 .150

우월적 경쟁심 3.3700 3.0071 .8570 .8295 2.925 .004**

목표 경쟁심 3.6630 3.4291 .7386 .7876 2.079 .039*

*.p<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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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의 합계를 최대화함으로써 열을 단순화하는 방식인 베리멕스(varimax)

직교회전법을 사용하였다(이학식․임지훈, 2017). 요인의 수를 추출하는 방법

으로는 최소 고유값(minimum eigenvalue) 기준, 스크린 검정(screen test), 분

산의 비율(percentage of variance), 선행이론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유 값 

1 이상6)이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요인 수의 결정에 있어서 최소 고

유값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다른 기준들도 고려한 후 결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원태연·정성원, 2010).

독립변수에 대한 고유 값의 차이와 스크리 도표(scree table)를 확인하고, 요

인 설명량 및 분산의 비율을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각 변수의 

고유값을 분산의 수로 나누면 각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요인공통분산의 총분

산에 대한 비율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채택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엄격하

게는 가장 작은 분산의 비율이 5%가 될 때까지, 또 전체의 추출된 요인이 

95% 될 때까지로 기준을 삼는다. 다만, 사회과학에서는 60%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원태연·정성원, 2010).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고유값과 

분산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6개의 문항이 도출되었고, 모든 요인들의 전체 설

명변량(%)은 70.351이었으며, 요인 적재치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Kaiser-Meyer-Olkin(KMO)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KMO값이 0.809로 나와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학식․임지훈(2017)은 고유값(eigenvalue)은 한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데, 한 요인에 대한 ‘요인적재값의 제곱의 합’을 가리킨다. eigenvalue가 크

다는 것은 그 요인이 변수들의 분산을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igenvalue를 기준으로 할 때는 보통 eigenvalue 1이상을 갖는 요인의 수만

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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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인 자율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3-5]와 같다. 3개의 

문항으로 1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68.448이었

으며, 요인 적재치는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KMO값은 0.690으로 나와 평범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4] 독립변수(경쟁심) 요인 분석 결과

　설 문 문 항　
구성요소

1 2

Q 1-1 다른 사람들이 나와 경쟁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과 
경쟁하려는 욕구가 있다.

.794 .127

Q 1-2 나는 일과 게임에 있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843 .261

Q 1-3 내가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better)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보다 월등해질 것이다.

.800 .326

Q 1-4 나는 경쟁이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좋아한다.

.177 .817

Q 1-5 경쟁은 내 능력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65 .790

Q 1-6 나는 경쟁이 내가 최선을 다하게끔 한다고 생각한다. .217 .781

고유값(Eigen value) 2.129 2.092

분산(%) 35.478 34.873

누적(%) 35.478 70.351

[표 3-5] 매개변수(자율성) 요인 분석 결과

설 문 문 항　
구성요소

1

Q 5-1 나는 업무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한다. .796

Q 5-2 나는 업무의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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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인 조직공정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3-6]과 같다. 고유

값 1.0 이상인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82,747이

었으며, 요인 적재치 Q-10을 제외하고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KMO값은 0.846로 나와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6] 조절변수(조직공정성) 요인 분석 결과

설 문 문 항　
구성요소

1 2

Q 4-3 달성한 업적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
한 보상을 받고 있다.

.935 .150

Q 4-4 나의 경력 및 경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931 .144

Q 4-2 쏟아 부은 노력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923 .177

Q 4-5 내가 가진 책임수준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
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912 .193

Q 4-7 직장에서 의사결정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하여 이루어진다.

.085 .819

Q 4-8 직장에서 의사결정은 연령, 성별, 학연 등에 관계
없이 이루어진다.

.068 .792

Q 4-9 의사결정시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방침에 일관성이 있다 .160 .774

Q 5-3 나는 업무절차를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다. .853

고유값 2.503

분산(%) 68.45

누적(%) 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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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고유값 

1.0 이상인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81.995이었

으며, 요인 적재치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성취감과 일에 대한 재미의 개념

이 서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

KMO값은 0.512로 나와 바람직한 편은 아니나 받아들일 정도의 수치라고 

할 수 있다.

7) 분배공정성에 대한 문항인 Q4-1과 Q4-6은 신뢰도 분석에서 항목제거시 크

롬바하 α값이 높아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한 결과임
8) 질문항목 Q3-3, 3-4는 공통성(communality)값이 0.4이하인 각각 0.399, 0.322로

나타나 제외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함

[표 3-7] 종속변수(성취감 및 일에 대한 즐거움) 요인 분석 결과

　설 문 문 항　

구성요소

1 2

Q 4-10 의사결정시에 외부압력이나 “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00 .673

Q 4-1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7)

- -

Q 4-6 내가 업무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 -

고유값 3.552 2.463

분산(%) 44.44 44.44

누적(%) 44.40 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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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성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항목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어

느정도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 하는 정확성을 말한다. 같은 대상에 대해 동

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할 때 측정된 결과 값의 차이가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길곤 2015).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아래 [표 3-8]와 같이 크론바흐 알파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 값이 0.8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7 이상이면 수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17).

Q 3-2 나는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

였을 때 만족감이나 보람을 느낀다.
.876 -.001

Q 3-1 나는 업무수행에 있어 스스로 동

기부여 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851 .089

Q 3-5 내가 가장 즐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겐 중요하다.
-.148 .877

Q 3-6 업무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일이 보다 더 즐거운가이다.
.276 .816

고유값 1.589 1.443

분산(%) 39.716 75.791

누적(%) 45.093 81.995

[표 3-8] 측정문항의 신뢰성

측정 크론바흐 문  항 항목제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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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알파 값
크론바흐 

알파값

우월적 
경쟁심

.762

Q 1-1 다른 사람들이 나와 경쟁하고 있
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과 경쟁하
려는 욕구가 있다.

.681

Q 1-2 나는 일과 게임에 있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657

Q 1-3 내가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
등(better)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보다 월등해질 것이다.

.705

목표 
경쟁심

.837

Q 1-4 나는 경쟁이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좋아한
다.

.793

Q 1-5 경쟁은 내 능력을 좀 더 발전시키
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다.

.676

Q 1-6 나는 경쟁이 내가 최선을 다하게
끔 한다고 생각한다.

.646

분배적 
공정성

.957

Q 4-1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
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9579)

Q 4-2 쏟아 부은 노력을 고려할 때, 동료
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944

Q 4-3 달성한 업적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
다.

.940

Q 4-4 나의 경력 및 경험의 정도를 고려
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
상을 받고 있다.

.941

Q 4-5 내가 가진 책임수준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
고 있다.

.947

Q 4-6 내가 업무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
를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
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95410)

절차적 
공정성

.788

Q 4-7 직장에서 의사결정은 필요한 정보
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루어진다.

.760

Q 4-8 직장에서 의사결정은 연령, 성별,
학연 등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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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특히 피어스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계수 값은 –1에서 +1사이의 값

을 가지며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으면 상관계수는 0이다.(이학식․

임지훈, 2017). 상관관계 분석은 아래 [표 3-9]과 같다.

우선, 직급은 연령, 근무기간,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업무즐거움, 목표경쟁

심, 우월적 경쟁심 및 성취감과 0.01 유의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나, 자율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9) 분배공정성 문항인 Q 4-1은 Q 4-6제거 후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Q 4-1 제거
시 Crombach α값 .957(>분석 시 전체 Crombach α값 0.954)로서 변수항목에서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10) 분배공정성 문항인 Q 4-6은 이 항목을 제거 시 Crombach α값이 .954로(>분석
시 전체 Crombach α 값 0.953)로서 변수항목에서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음

Q 4-9 의사결정시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방침에 
일관성이 있다

.728

Q 4-10 의사결정시에 외부압력이나 “빽”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734

자율성 .767

Q 5-1 나는 업무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한다. .734

Q 5-2 나는 업무의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682

Q 5-3 나는 업무절차를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다.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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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근무기간, 목표경쟁심, 성취감과는 0.01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0.05 유의수준에서는 절차공정성, 우월적 경쟁심과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자율성은 절차공정성 및 성취감과 0.0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업무 자체의 즐거움 및 목표 경쟁심과는 0.05 유의수준에서 상

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변수들 중에서는 자율성과 성취감이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절차공정성은 0.05 유의수준에서 목표 경쟁심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나머지 분배공정성, 업무 자체의 즐거움, 목표경쟁심, 우월적 경쟁심

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목표경쟁심과 성취감과는 0.0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외 나머지 우월적 경쟁심과 성취감 등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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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상관관계 분석

직급 연령 근무기간 자율성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업무즐거움 목표 경쟁심
우월적 
경쟁심

성취감

직급 1

연령 -.828** 1

근무기간 -.839** .847** 1

자율성 -.090 .078 .150* 1

절차공정성 -.210** .183* .140 .219** 1

분배공정성 -.240** -.014 .110 .143 .000 1

업무즐거움 .141 -.083 -.051 .146* -.026 .003 1

목표 경쟁심 -.207** .207** .217** .185* .171* .038 .087 1

우월적 경쟁심 -.195** .165* .196** -.096 .142 -.001 -.124 .011 1

성취감 -.288** .326** .299** .359** .093 .042 .000 .222** -.026 1

** 0.01수준에서 유의(양쪽)
* 0.05수준에서 유의(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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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설의 검증

1. 경쟁심과 자율성과의 관계

1단계로 독립변수인 경쟁심과 자율성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10]과 같이  경쟁심 중 우월적 경쟁심은 t통계량  -1.098로 

P값 0.274로 (<0.05) 유의하지 않았으나, 목표 경쟁심은 t통계량 2.348로 P값 

0.020(<0.05) 로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Tolerence)가 0.1이하이거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이상일 때 세 개 이상 변수들 간의 관계인 다중공선

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한다고 한다(송지준, 2015)

먼저 독립변수 간 우월적 경쟁심과 목표 경쟁심 사이에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우려가 있었으나,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VIF

수치가 목표경쟁심은 1.199, 우월적 경쟁심은 1.131이고 허용오차는 목표 경쟁

심은 0.834, 우월적 경쟁심은 0.88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3-10] 자율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베타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624 .614 1.017 .311

성별 -.137 .194 -.062 -.704 .482 .66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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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심과 내부적 직무동기와의 관계

2단계로 독립변수인 경쟁심이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11]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일에 대한 재미

에 대한 영향관계는 우월적 경쟁심은 t통계량  -0.757로 P값 0.450로 (>0.05)

유의하지 않았고, 목표 경쟁심도 t통계량 1.611로 P값 0.109(<0.05) 로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독립변수간 우월적 경쟁심과 자기 개발적 경쟁심 사이에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VIF수치가 목표경쟁심은 1.200, 우월적 경쟁심은 1.129이고 허용오차는 목표 

.032 .305 .011 .104 .917 .444 2.250결혼여부

.100 .152 .049 .661 .510 .937 1.068교육기간

-.091 .102 -.114 -.887 .376 .307 3.263직급

-.128 .045 -.217 -2.864 .005 .884 1.131지역

.185 .079 .183 2.348 .020 .834 1.199목표경쟁심

.055 .798 .007 .069 .945 .492 2.0315년더미

.749 .595 .095 1.258 .210 .883 1.13210년더미

-1.001 .524 -.228 -1.909 .058 .356 2.80915년더미

-.491 .746 -.051 -.657 .512 .839 1.19120년 더미

1.078 1.026 .080 1.051 .295 .883 1.13225년 더미

.841 .645 .201 1.304 .194 .215 4.64720대 더미

.157 .329 .057 .478 .633 .360 2.77730대 더미

.245 .207 .122 1.181 .239 .476 2.10140대 더미

-.083 .075 -.083 -1.098 .274 .884 1.131우월적 경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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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심은 0.833, 우월적 경쟁심은 0.88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수

준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성취감에 대한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

과는 [표 3-12]와 같다. 우월적 경쟁심은 t통계량  -1.529로 P값 0.128로 

(>0.05) 유의하지 않았으나, 목표 경쟁심은 t통계량 2.315로 P값 0.020(<0.05)

로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일 자체의 즐거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베타 표준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413 .611 .675 .501

성별 -.076 .193 -.035 -.395 .693 .663 1.508

결혼여부 -.176 .304 -.062 -.581 .562 .445 2.248

교육기간 -.058 .151 -.028 -.385 .701 .936 1.069

직급 .104 .102 .132 1.023 .308 .308 3.242

지역 -.129 .045 -.220 -2.894 .004 .885 1.130

5년더미 -.723 .793 -.093 -.911 .364 .492 2.031

10년더미 .322 .592 .041 .544 .587 .883 1.132

15년더미 -.420 .521 -.097 -.806 .421 .356 2.808

20년 더미 1.008 .742 .106 1.359 .176 .839 1.192

25년 더미 1.778 1.020 .133 1.744 .083 .883 1.132

20대 더미 .442 .641 .106 .690 .491 .215 4.645

30대 더미 -.243 .327 -.088 -.742 .459 .360 2.775

40대 더미 .321 .206 .161 1.556 .122 .477 2.097

목표경쟁심 .126 .078 .126 1.611 .109 .833 1.200

우월적 경쟁심 -.057 .075 -.057 -.757 .450 .88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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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립변수간 우월적 경쟁심과 자기 개발적 경쟁심 사이에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VIF수치가 목표경쟁심은 1.200, 우월적 경쟁심은 1.129이고 허용오차는 목표 

경쟁심은 0.833, 우월적 경쟁심은 0.88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수

준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3-12] 성취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베타 표준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477 .607 .786 .433

성별 -.221 .191 -.100 -1.154 .250 .663 1.508

결혼여부 .054 .302 .019 .180 .857 .445 2.248

교육기간 .146 .150 .071 .974 .331 .936 1.069

직급 -.084 .101 -.105 -.832 .407 .308 3.242

지역 -.013 .044 -.023 -.302 .763 .885 1.130

5년더미 .239 .787 .030 .303 .762 .492 2.031

10년더미 .866 .588 .110 1.473 .143 .883 1.132

15년더미 -.296 .517 -.067 -.572 .568 .356 2.808

20년 더미 .005 .736 .000 .006 .995 .839 1.192

25년 더미 1.203 1.012 .089 1.188 .237 .883 1.132

20대 더미 -.687 .636 -.164 -1.080 .282 .215 4.645

30대 더미 -.776 .325 -.280 -2.388 .018 .360 2.775

40대 더미 -.357 .205 -.177 -1.742 .083 .477 2.097

목표경쟁심 .180 .078 .178 2.315 .022 .833 1.200

우월적 경쟁심 -.114 .074 -.114 -1.529 .128 .88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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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성과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의 관계

3단계로 독립변수인 경쟁심과 매개변수인 자율성이 종속변수인 성취감에 미

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3-13]과 같다. 경쟁심 

중 목표 경쟁심의 표준화 베타값(0.122)이 2단계의 표준화된 베타값(0.178)보

다 작아 졌고, 독립변수인 목표 경쟁심의 경우  t통계량  1.641, 0.103으로 나타

나 완전매개 효과로 검증되었다.

먼저 독립변수간 우월적 경쟁심과 자기 개발적 경쟁심 사이에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VIF수치가 목표경쟁심은 1.239, 우월적 경쟁심은 1.137, 자율성은 1.184이고 허

용오차는 목표 경쟁심은 0.807, 우월적 경쟁심은 0.879, 자율성은 0.845로 나타

나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3-13]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의 성취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베타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277 .580 .477 .634

성별 -.180 .183 -.081 -.984 .327 .661 1.512

결혼여부 .044 .287 .015 .154 .878 .445 2.249

교육기간 .116 .143 .056 .812 .418 .934 1.071

직급 -.055 .097 -.069 -.571 .569 .307 3.259

지역 .026 .043 .044 .610 .543 .843 1.187

5년더미 .221 .750 .028 .294 .769 .492 2.031

10년더미 .635 .563 .081 1.128 .261 .875 1.143

15년더미 .011 .498 .003 .023 .982 .348 2.870

20년 더미 .154 .703 .016 .219 .827 .837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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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수관계의 경로와 매개효과의 구성을 아래 [표 3-14]에 요약하

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우월적 경쟁심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고(β=-.083), 목표 경쟁심(β=.183)은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목표 경쟁심이 통계적 유의

수준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

변수인 자율성이 성취감에 99%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β=.307)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3단계의 독립

변수인 목표경쟁심(β=.122)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은 2단계의 목표경쟁심(β

=.178)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좀 더 구

체적으로는 3단계에서 목표경쟁심이 성취감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β=.122),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단계에서 15.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

단계에서는 18.5%, 그리고 3단계에서는 19.3%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모

든 단계별로 F값을 보았을 때, 회귀선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urbin-Watson은 통계량의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잔차의 독립성)을 알아보

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Durbin-Watson 통계량의 기준 값은 정상분포곡선

25년 더미 .872 .968 .064 .901 .369 .877 1.140

20대 더미 -.946 .609 -.225 -1.553 .122 .213 4.693

30대 더미 -.823 .310 -.297 -2.659 .009 .360 2.778

40대 더미 -.430 .196 -.214 -2.195 .030 .473 2.113

목표경쟁심 .123 .075 .122 1.641 .103 .807 1.239

우월적 경쟁심 -.089 .071 -.089 -1.244 .215 .879 1.137

자율성 .308 .073 .307 4.214 .000 .845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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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2가 되며, 그 의미는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한

다. 또한, 그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4에 가까울수록 음

의 상관관계가 있다(송지준, 2015). 본 연구결과의 Durbin-Watson은 1단계 

1.774, 2단계 1.727, 3단계 1.654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

Sobel-test의 결과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있

다고 판정하는데(Baron & Kenny, 1986), 테스트 결과값이 2.044(p<0.05)로 나

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차한계 값을 보았을 때, 모든 독립변수들에서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경쟁심과 성취감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 요약

구 분
1단계

(독립→매개)
2단계

(매개→종속)

3단계
Sobel
test z종속

공차

한계

상수 .624 .477 .277

우월적 

경쟁심

-0.083
(-.083)

-0.57
(.057)

-.089
(-.089)

1.137 -

목표

경쟁심

.185
(.183)*

.180
(.178)*

.123
(.122)

1.239 2.044*

자율성 - -
.409**
(.307)

1.184

R2 .155 .185 .265

수정된 R2 .079 .111 .193

F값 2.033* 2.501** 3.693**

Dubin-
Watson

1.774 1.727 1.654

** p<0.01, * p<0.05, ( )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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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공정성과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의 관계

독립변수 중 경쟁심의 종속변수인 업적 자체의 재미에 대한 영향 관계는 유

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경쟁심과 내부적 동기

인 성취감과의 관계에 한정하여 조직공정성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의 관계

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해 보았다.

분배공정성의 목표 경쟁심과 성취감 간의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3-15]와 같다. 절차공정성의 자기경쟁심 조절변수는 t 통계량 -190, P값 

0.850(>0.05)이고, 절차공정성의 대인경쟁심 조절변수는 t 통계량 0.207, P값 

0.836(>0.05)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표 3-15] 분배공정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베타 표준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1

(상수) .477 .607 .786 .433

목표경쟁심 .180 .078 .174 2.315 .022 .870 1.150

우월적 경쟁심 -.114 .074 -.114 -1.529 .128 .890 1.124

성별 -.221 .191 -.099 -1.154 .250 .672 1.487

결혼여부 .054 .302 .019 .180 .857 .445 2.246

교육기간 .146 .150 .071 .974 .331 .936 1.068

직급 -.084 .101 -.105 -.832 .407 .311 3.219

지역 -.013 .044 -.023 -.302 .763 .889 1.125

5년더미 .239 .787 .030 .303 .762 .492 2.031

10년더미 .866 .588 .110 1.473 .143 .883 1.132

15년더미 -.296 .517 -.067 -.572 .568 .356 2.807

20년 더미 .005 .736 .000 .006 .995 .839 1.192

20대 더미 -.687 .636 -.164 -1.080 .282 .215 4.643

30대 더미 -.776 .325 -.275 -2.388 .018 .372 2.690

40대 더미 -.357 .205 -.177 -1.742 .083 .479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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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 .491 .630 .779 .437

목표경쟁심 .180 .078 .175 2.310 .022 .869 1.151

우월적 경쟁심 -.114 .075 -.114 -1.527 .129 .888 1.126

성별 -.222 .192 -.099 -1.154 .250 .670 1.493

결혼여부 .052 .304 .018 .171 .865 .441 2.267

교육기간 .146 .150 .071 .970 .333 .936 1.069

직급 -.088 .111 -.110 -.791 .430 .257 3.885

지역 -.013 .044 -.023 -.304 .761 .888 1.126

5년더미 .238 .790 .030 .301 .763 .492 2.031

10년더미 .870 .591 .111 1.471 .143 .879 1.138

15년더미 -.295 .519 -.067 -.568 .571 .356 2.809

20년 더미 .007 .739 .001 .010 .992 .838 1.193

20대 더미 -.675 .652 -.161 -1.036 .302 .206 4.850

30대 더미 -.770 .333 -.273 -2.309 .022 .355 2.815

40대 더미 -.352 .212 -.175 -1.659 .099 .449 2.228

절차공정성 -.007 .079 -.007 -.089 .930 .802 1.247

3

(상수) .583 .639 .913 .363

목표경쟁심 .168 .080 .163 2.103 .037 .835 1.198

우월적 경쟁심 -.116 .076 -.116 -1.533 .127 .871 1.149

성별 -.226 .193 -.101 -1.169 .244 .666 1.501

결혼여부 -.013 .311 -.005 -.042 .967 .424 2.359

교육기간 .127 .152 .061 .831 .407 .915 1.093

직급 -.096 .112 -.119 -.853 .395 .256 3.911

지역 -.005 .045 -.008 -.100 .921 .855 1.170

5년더미 .206 .792 .026 .260 .795 .491 2.035

10년더미 .898 .594 .114 1.512 .132 .875 1.143

15년더미 -.355 .524 -.081 -.678 .499 .351 2.850

20년 더미 .043 .742 .005 .058 .954 .836 1.196

20대 더미 -.693 .658 -.165 -1.054 .293 .204 4.906

30대 더미 -.780 .338 -.277 -2.306 .022 .347 2.884

40대 더미 -.356 .214 -.176 -1.663 .098 .44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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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공정성의 목표 경쟁심과 성취감 간의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3-16]과 같다. 절차공정성의 자기경쟁심 조절변수는 t 통계량 0.506, P값 

0.614(>0.05)이고, 절차공정성의 대인경쟁심 조절변수는 t 통계량 0.207, P값 

0.836(>0.05)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표 3-16] 절차공정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베타 표준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1

(상수) .477 .607 .786 .433

목표경쟁심 .180 .078 .174 2.315 .022 .870 1.150

우월적 경쟁심 -.114 .074 -.114 -1.529 .128 .890 1.124

성별 -.221 .191 -.099 -1.154 .250 .672 1.487

결혼여부 .054 .302 .019 .180 .857 .445 2.246

교육기간 .146 .150 .071 .974 .331 .936 1.068

직급 -.084 .101 -.105 -.832 .407 .311 3.219

지역 -.013 .044 -.023 -.302 .763 .889 1.125

5년더미 .239 .787 .030 .303 .762 .492 2.031

10년더미 .866 .588 .110 1.473 .143 .883 1.132

15년더미 -.296 .517 -.067 -.572 .568 .356 2.807

20년 더미 .005 .736 .000 .006 .995 .839 1.192

20대 더미 -.687 .636 -.164 -1.080 .282 .215 4.643

30대 더미 -.776 .325 -.275 -2.388 .018 .372 2.690

40대 더미 -.357 .205 -.177 -1.742 .083 .479 2.087

2

(상수) .436 .615 .708 .480

목표경쟁심 .177 .078 .171 2.261 .025 .863 1.159

우월적 경쟁심 -.117 .075 -.117 -1.563 .120 .881 1.135

성별 -.225 .192 -.101 -1.173 .243 .671 1.491

절차공정성 -.013 .080 -.013 -.164 .870 .778 1.286

분배공정성_자기
경쟁심조절

-.013 .066 -.014 -.190 .850 .880 1.137

.071.916.836.207.015.068.014
분배공정성_대인

경쟁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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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부 .038 .304 .013 .124 .902 .439 2.280

교육기간 .152 .151 .074 1.009 .315 .928 1.077

직급 -.076 .103 -.095 -.744 .458 .302 3.309

지역 -.009 .045 -.016 -.208 .836 .855 1.169

5년더미 .225 .790 .029 .285 .776 .492 2.034

10년더미 .864 .589 .110 1.466 .145 .883 1.132

15년더미 -.298 .519 -.068 -.574 .566 .356 2.808

20년 더미 -.027 .742 -.003 -.037 .971 .832 1.203

20대 더미 -.724 .643 -.172 -1.127 .262 .212 4.720

30대 더미 -.789 .327 -.280 -2.413 .017 .369 2.713

40대 더미 -.346 .207 -.172 -1.677 .096 .473 2.113

절차공정성 .036 .080 .036 .452 .652 .795 1.257

3

(상수) .425 .619 .687 .493

목표경쟁심 .184 .080 .178 2.306 .022 .839 1.192

우월적 경쟁심 -.115 .077 -.116 -1.508 .134 .854 1.170

성별 -.219 .194 -.098 -1.127 .261 .664 1.507

결혼여부 .048 .308 .017 .156 .876 .433 2.307

교육기간 .146 .152 .071 .958 .340 .922 1.084

직급 -.077 .103 -.096 -.745 .457 .302 3.315

지역 -.010 .046 -.017 -.216 .829 .849 1.178

5년더미 .307 .809 .039 .379 .705 .474 2.111

10년더미 .876 .595 .111 1.472 .143 .875 1.143

15년더미 -.295 .521 -.067 -.566 .572 .356 2.809

20년 더미 -.034 .747 -.004 -.046 .963 .829 1.206

20대 더미 -.709 .649 -.169 -1.093 .276 .210 4.754

30대 더미 -.777 .330 -.276 -2.356 .020 .367 2.728

40대 더미 -.341 .208 -.169 -1.638 .103 .472 2.120

절차공정성 .038 .080 .038 .472 .638 .794 1.259

절차공정성_자기
경쟁심조절

.032 .064 .038 .506 .614 .889 1.125

절차공정성_대인
경쟁조절

.014 .068 .015 .207 .836 .916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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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조절효과와 관련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N공단 직원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

지 않아 목적 달성 자체에 대한 경쟁심이 성취감을 높일 때 공정성에 대한 인

식이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성과와 묶여 있는 기대는 구매 후 만족을 이끌어낸다

고 가정하는 기대일치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효과는 기대와 만족

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불일치를 통해 매개된다. 만약 제품이 기대를 초과하

면(긍정적 불일치) 구매 후 만족이 발생한다. 만약 제품이 기대에 못미치면(부

정적 불일치) 고객은 만족하지 않게 된다. 부정적 기대의 일치는 만족을 이끌

어내지 않는다(Santos and Boote 2003).

기대일치이론(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은 주로 사람들의 경제적 행

동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실증결과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미 직

원들은 조직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어 부정적 기대가 만족감을 주지 

못하므로 경쟁심의 성취감 영향에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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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공공부문에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다른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의 외재적 동기를 

유인하여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반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심 자체가  

직무동기에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 규명하는 데 그 기본적 목적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조직성과 제고를 위해 경쟁심 중에서 목표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목표 경쟁심이라는 긍정적 행동 강화와 더불어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쟁심을 우월적 경쟁심과 목표달성적 경쟁심으로 특성에 맞게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자율성과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 중 경쟁심은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가정하여 우월적인 경쟁심(Superiority competitiveness)

과 최고의 역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내적 경쟁심인 목표 경쟁심

(Goal competitiveness)으로 구분하였으며 직무동기 중 내재적 직무동기는 성

취감과 업적 자체에 대한 즐거움으로 세분하였다.

경쟁심과 내재적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연령, 결

혼여부, 근무기간, 교육기간, 근무지역 등 자율성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정하였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라 조사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모집단 전체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무작위로 대상

자를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최대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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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개의 요인으로 파악된 경쟁심의 성격을 규명

하기 위하여 추가로 매개효과 검증과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N공단 정규직 근로자들은 경쟁심을 우월적 경쟁심과 

목표 경쟁심을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 복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N공단 근로자들은 성취감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관리직의 

경우 관리직이 아닌 일반직원 보다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우월적 경쟁심, 목표 

경쟁심, 성취감,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셋째, 선형 회귀분석 결과 우월적 경쟁심은 내재적 동기인 성취감과 일에 대

한 재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목표 경쟁심은 일에 대한 재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나 내재적 직무동기 중 성취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목표 경쟁심은 자율성을 통해서만 종속변수인 성취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음이 확인되어 자율성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

을 하고 있었다. 독립변수인 목표 경쟁심과 종속변수인 성취감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직공정성은 경쟁심과 내재적 직무동기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

절효과가 없었다. 이는 직원이 조직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어 부정

적 기대가 만족감을 주지 못하여 경쟁심의 성취감 영향에 조절효과를 나타내

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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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이 연구를 통해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경쟁체

제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성이 억제된 상황 하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다면 

직무에 대해 목표 경쟁심이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 행동 강화를 하게 되고 이

로 인해 조직을 위해 보다 중요한 가치인 내재적 직무동기인 성취감을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조직몰입과 조직성과로 연결된다는 것을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있었

다.

첫째, 연구 결과 목표 경쟁심이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자율성은 내

재적 직무동기인 성취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번 연구대상이 N공단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업무영역인 공공

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근로자 모두에게 일반화하거나 전체적으로 적용될 것이

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

렵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근무회사인 N공단 정규직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여 설문 당시 CEO 부재 등으로 업무량에 부

담을 느끼는 직원들에게 간편하게 설문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사전

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엄격한 비밀보장 등 피응답자가 부담을 안 느끼도록 

조치를 하였다.

셋째, 설문문항 구성도 연구의 한계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이 



- 51 -

총43개의 문항으로 바쁜 직원들이 다소 길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설

문에 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업무량이 많고 잦은 설문에 

지쳐있을 수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설문길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이 각각의 직원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성향이고, 주요 목적은 경쟁심과 내적 직무동기라는 심리 간의 인과관계를 파

악하는 것에 있어 개인의 행태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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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Competitiveness
over intrinsic job motivation

-N Corporation’ employee, Focused on the indirect
effects of Autonomy and Organizational Justice

Choi, Moon Hwa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ew government, which began in May 2017, abolished the system if it violated

the procedural fairness and autonomy of the organization by introducing the

pay-per-performance system without labor-management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system, which the government intends to introduce actively, is

to increase productivity by inducing competition among employee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and it is divided into the superiority competitiveness

and the Go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precedent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 of competition on intrinsic job motivation which is a job

motive, and to verify empirically the effect of mediation through autonomy and the

moderating effect on Organizational Justice



- 62 -

The previous government emphasized infinite competition such as an attempt to

revise the labor law on the basis of labor flexibility, but due to unreasonable fiscal

policy and unfair measures, Global competitiveness was lowered and many people

were losing their desire to work.

As the competition of public organizations becomes more intense,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autonomy, such as hitt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due

to the abuse of directors and senior officials, continues to increas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ffect of competition on the job motive, which is the

personal tendency of competition in the reality where competition can not be avoided,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autonomy has mediating effect and the organizational

justice has a moderating effect on competitiveness and intrinsic job motiv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ncrete contents of job motivation and to

establish empirical grounds for future organizational oper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competition on the job

motive, which is the personal inclination of competition in the situation where

competition is inevitable, and to study whether the autonomy is mediating between

competitiveness and intrinsic job motivation, This is a very important part.

The implication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s that it

has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at is, intrinsic motivation, job

satisfaction, or job commitment. There are few studies on how the competitiveness is

affected by intrinsic motivation, which is a factor affecting job satisfaction and job

commitment. Therefore, it is very rare to study the effect of competition on intrinsic

motivation, which is related to pay-per-performance systems. In addition, there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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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autonomy.

Superiority competitiveness as sub-dimensions of competitivenes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utonomy, and the fun of work as an independent variable,

while the Goal competitiveness, the remaining sub-dimensions of competitive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utonomy, which is a intervening variable, and the sense of

accomplishment,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There was no meaningful result for

the fun of the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Autonomy is the complete mediation of

Goal competitiveness and a sense of accomplishment. In the case of employees of

N-corporations, Goal competitiveness is influenced only by autonomy. However,

organizational justice, which was expect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did not

strengthen or weake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veness and achievement. It is

believed that employees of the N-company recognize competitiveness and

achievement in a long period of time without recognizing the organizational justice.

Although the organization members of the N corporation perceive a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it is proved that they are more competitive than

others in achieving their own goals for the best competence rather than

superiority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licy that

contributes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increasing the autonom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enhancing the sense of achievement of

organizational members.

keywords : Competitiveness, Intrinsic job motivation, Autonomy,

Organization Justice.

Student Number : 2016-2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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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경쟁심이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쟁심이 직

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으로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조사의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니, 여러분의 개인적

인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는 것이 무업보다 중요합니다. 바쁘시

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지도교수 임도빈

석사과정 최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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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1. 각 설문항목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난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

다.

2.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대답하려 하지 마시고, 귀하의

실제 느낌이나 생각을 사실 그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3. 설문에 응답하시는 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연락처로 문의 바

랍니다.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 되지 않습니다.



- 66 -

1. 다음은 경쟁심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
하가 평소 생각하시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

2. 다음은 경쟁회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평소 생각하시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직장에서의 내재적 직무(업무)동기에 관한 귀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평소 생각하시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다른 사람들이 나와 경쟁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

는 그들과 경쟁하려는 욕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과 게임에 있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better)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보다 월등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경쟁이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

기 때문에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경쟁은 내 능력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경쟁이 내가 최선을 다하게끔 한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경쟁에서 질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경

쟁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 불쾌해 

할까봐 종종 불안함을 느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주목받지 않기 위해 내 능력 이하로 일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업무수행에 있어 스스로 동기부여하여 목

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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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직장에서의 외재적 직무(업무)동기에 관한 귀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평소 생각하시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은 직장에서의 직무몰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평소 생각하
시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어려운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만족

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개인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수행을 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내가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느낀다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가장 즐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내겐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업무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일

이 보다 더 즐거운가이다.
① ② ③ ④ 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근무시간에 일에 몰두하다보면 어떻게 시간

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맡은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직장에서의 업무가 내 삶에 만족을 주는 가

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남이 알아주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어에 어떻게 반응

할 것인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정말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다

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 자체 보다는 업무를 통해 얻어지는 

물리적 보상(보수 또는 승진)에 더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하는 업무들로부터 물리적 보상을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한 장차 승진이

나 보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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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직장에서의 조직몰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평소 생각하
시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다음은 조직공정성에 관한 귀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평소 생각하시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쏟아 부은 노력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달성한 업적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

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경력 및 경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가진 책임수준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

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업무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직장에서 의사결정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하여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의사결정은 연령, 성별, 학연 등에 관계

없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의사결정시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방침에 일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의사결정시에 외부압력이나 “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정년까지 지금의 직장에서 보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강한 소

속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현 시점에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생

계유지에 필요한 소득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현 시점에서 직장을 옮긴다면 이 조직에서 누리

고 있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의 직장은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현 시점에서 직장을 옮기는 것은 조직에게 미안

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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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자율성에 관한 귀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
하가 평소 생각하시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업무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의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절차를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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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    별 ① 남 ( ) ② 여 ( )

2 결혼여부 ① 미혼 ( ) ② 기혼 ( )

3 연    령 만 ( ) 세

4 학    력
① 고등학교 졸업 ( ) ② 전문대학 졸업    ( )
③ 대학교 졸업   ( ) ④ 대학원(이상) 졸업 ( )

5 근속년수 ( ) 년

6 직    급
① 1급( ) ② 2급( ) ③ 3급( ) ④ 4급( )
⑤ 6급 이하( )

7 직    렬
① 일반직 ( ) ② 연구직 ( ) ③ 운용직 ( )
④ 기타 ( )

8 근무부서

① 본부-기금운용본부, 연구원, 장애심사센터, 국제협력

센터 포함 ( )

② 지사 ( )
가. 서울 ( ) 나. 경인 ( )
다. 대전 ( ) 라. 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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