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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주요어 : (6단어 이내) 직무만족, 공공기관, 직무외적요인, 환경요인

학 번 : 2016-24422

공공과 민간 근로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구분되는 차이가 존재한

다면 조직관리 효율성 달성을 위하여, 조직목표와 전략, 조직구조, 인사

관리 등에 있어 구분되는 관리기법이 필요하다.

최근 공공부문에 대한 큰 변화를 주는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

되어오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에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정책으로 공공기관 통·폐합과 감축,

2013년 ‘공기업 정상화’ 정책으로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사

업조정, 각종 복지후생 제도의 폐지 및 축소를 시행했다. 2014년에는 ‘공

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시행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근로자의 환경

에 지속적인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한

공공과 민간 근로자의 직무만족 차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그간의 국내 직무만족 연구가 특정직종이나 특정분야에 한정하

거나, 독립변수를 통제가 어려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한정하는 등 국내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변수를 정리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리

하여 본 연구에서는 17년에 걸쳐 누적되어온 한국노동패널 데이터 중,

최근 9개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다

양한 영향요인을 새롭게 분류하고 모형에 반영하여 실증하였다.

국내외 대다수의 직무만족 연구를 검토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개인특성요인, 직무특성요인, 직무외적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직무외적요인은 다시 개인환경요인과 직무환경요인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에서 최근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직무외적요인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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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공과 민간이라는 조직 유형의 차이가 직무만족 요인구조에 미치

는 영향과, 조직유형별 요인간 영향력의 차이, 그리고 시간이 흐음이 요

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분석도구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노동패널 9차(2006년) 데이터부터 17차(2014년)에 이르는 기간

에 대한 모든 변수의 기초통계량 및 추세분석을 시행하고, 차이분석 및

상관분석 등 다각도의 분석을 통하여 비합리적인 요인을 정제하였다. 이

를 통해 직무만족에 더욱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무내용, 발전가

능성, 생활만족도, 인사공정성, 인간관계 등의 주요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직유형별 직무만족 영향요인 구조의 차이가 있음을 실증

하였다. 공공근로자는 민간에 비해 노조, 성과급제도, 인사공정성, 가족관

계, 생활만족, 혼인상태가 더욱 직무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민간근

로자는 공공에 비해 임금, 취업안정성, 인간관계, 근무시간 요인이 직무

만족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교육수준적합도, 임금, 취

업안정성, 노조,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 차이가 있음을 검

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무만족 영향요인의 구조가 변동함

을 확인하였다. 과거에 비해 혼인상태나 생활만족도 가족관계 등의 개인

환경요인이 더욱 중요시 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복지후생이, 인사공정성

도 중요시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반대로 인간관계, 근무시간, 성별 등이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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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민간조직과 공공조직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학자들의 주요

쟁점 사항이었다.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조직이 민

간조직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면 조직 환경과 목표, 전략, 조직구조, 인

사관리 등에 있어 구분되는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근로자의 직무만족 및 그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 역

시 무수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직무

만족이 높은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결론들이 제시되어 왔다(Locke, 1976; Boyne. 2002; Rainey,

2003; 전영한, 2005; 김원형, 2009).

그 중에서도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이론적 전제 중

하나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많다는 것이었다

(Christansen and Laegird, 2001). 이 이론에서는 합리적 인간은 자신의

보상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며 공무원이든 민간조직의

구성원이든 결국 직업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Sean et al, 2006).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근로자의 동기부여 요인에는 유효한 차이가 존재

하지 않고(Bogg & Cooper, 1995), 결국에 공공조직에 민간조직의 기법

을 적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태룡, 2007).

하지만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서로 간과

될 수 없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관점 또한 행정학에서 오랜 역

사를 갖고 있다(전영한, 2005). 특히, 두 집단의 근로자가 가지는 동기요

인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Frederickson et al, 1985; Bozwman, 1987;

Maidani, 1991; Wittmer, 1991). 이러한 주장은 공공조직에 근로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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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직 근로자에 비해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어, 공익에 관심이 많

고, 보상 등의 요인이 적게 작용하더라도 여전히 공공조직에 근로하기를

희망할 것이라는 것이다(Sean et al, 2006). 또한 현실적으로 공공과 민

간의 직무여건, 즉 직무외적요인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차이의 대표

적인 것으로 보수와 안정성을 들 수 있다. 공공조직은 보수는 낮지만 안

정성이 높고, 민간조직은 보수는 높지만 안정성이 낮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방만경영에 대한 사회적 비

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8년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과

공공부분 성과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정책이 시행되

어,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규모감축 등이 시행되었다. 2013년에는 부채비

율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표방하며 ‘공기업 정상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공공기관들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자체 구조조정이나 신규사업 조

정, 각종 복지후생 제도의 폐지 및 축소를 시행해야 했다. 게다가 2014년

부터는 수도권 과열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

방이전’ 정책이 시행되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직무환경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정책적, 사회적 환경변화와 관련된 요인들이 근로자들

의 직무만족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존재하지 않

던 요인들이 새롭게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존의 직무만족 영향

요인들과 영향력이 변화하게 된다. 특히 최근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두드

러진 변화는 곧 공공과 민간부문의 차이로 이어진다. 도입부분에서 언급

한 것처럼 이와 같이 공공과 민간부문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로인해

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면 조직유형에 따라 전략과 목표, 구조를 다루는 관리기법은 달라

져야만 한다.

이러한 논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근로

자간의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영향요인의 차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

고, 특히 새롭게 추가되거나 영향력이 크게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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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외적요인을 조직유형별로 상세하게 비교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공과 민간의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만족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노동시장에 어떤 직업과 직무, 직무환경이 선호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공공과 민간조직의 생산

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조직유형별 인사관리 전략의

주요 시사점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선행연구와 차이점

기존의 직무만족 연구는 경찰관, 사회복지사, 호텔조리사, 간호사 등

특정 직종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준정부기관 등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전체 근로자를 모집단으로 하는 연구

에서도 특정 연도에 국한되는 횡단면적 연구가 많았기 때문에, 연도별

변화추이 등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노

동자를 대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패널 데이터는 동일표본을 유지한 채로, 장기간 반복하여 추

적하여 조사하고 있어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와 시계열자료

(time-series data)의 결합이라고 한다.

기존의 연구 중, 노동패널을 이용한 직무만족 연구도 있었으나 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성별, 연령, 학력 등 조직관리 관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의 결과를 실무 등에 활

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독립변수로 분류하였던

변수를 종속변수로 책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변수 책정의 혼란이

초래된 것은 초기 노동패널에 전반적 직무만족을 묻는 문항이 별도로 존

재하지 않아, 주요 독립변수들의 평균값으로 종속변수를 만들어 내는 등

의 조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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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독립변수로 제시되고 있는 직무내용 변수(Locke, 1975; Gruneberg,

1979; Hackman & Oldham, 1980; Cranny et al., 1991; 안근석, 1987; 조

동규 등, 2004; 이형백, 노진옥, 2005; 김영락, 임영규, 2009 외 다수)와

취업안정성 변수(박우성, 노용진, 2002; 이형백, 노진옥, 2005; 박영기,

2007; 김영락, 임영규, 2009; Fournet et al,.1966; Seashore & Taber,

1975; Gruneberg, 1979) 등이 초기 노동패널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변수 처리 과정에서 연구의 한계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선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속변수

로 전반적 직무만족도를 묻는 문항의 조합을 채택하여, 선행연구의 한계

점을 완화하였다. 또한, 직무내용과 취업안정성을 등 그간 직무만족과 관

련하여 연구되었던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의 변수를 종합하고 검토하여,

직무만족에 주요한 영향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를 총괄 정리

하였다. 또한 이를 변수로 채택하여 직무만족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의

구조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

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직무만족 영향요인 들의 시계열

을 고려한 추세분석 및 시간의 변화에 따른 차이분석도 시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직무만족의 정의와 의의, 그리고 직무외적요인에 대하여

논의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특히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개인특성요인, 직무특성요인, 직무외적요

인의 세 가지 관점에서 요인구조를 분류하고 변수를 설계하였다. 마지막

으로 공공과 민간의 직무만족 차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살

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연구자료의 선정 및 정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가설, 변수를 정의하였다. 또한, 분석에 사용할 기본 모형

을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변수를 대상으로 기초 통계

량 및 연도별 변화추세,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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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다중공선성 등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이러한 기초분석 과정을 통하여 핵심적인 변수를 분석 대상

변수로 확정하고,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거나 분석에 문제가 존재하는 변

수들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

을 시행하여, 공공과 민간 근로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구조 차이 및

변수들의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직무만

족 영향요인 구조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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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직무만족의 정의

Hoppock

(1935)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에 대한 심리적․물리적․환경적 상

태의 조합

Smith(1955)

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하여 경험하는 모든 감정

의 총화 또는 이러한 모든 감정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되

는 일련의 태도

Porter

(1961)

직무수행을 통해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성과와

실제로 받은 성과와의 비교로부터 오는 감정적인 반응

Vroom (1965) 종사하고 있는 업무 역할에 대한 개인의 감성적 방향

Porter & Lawler

(1968)

실제로 얻은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지되는 수준을 충족하

거나, 초과한 정도로 나타나는 일련의 태도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193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조직의 운영을 평가하는 중

요한 기준이며 이슈로 인식되고 있으며, 오랜 연구의 역사를 가진 사회

과학의 연구 분야이다.(이상번, 1983, 김찬식, 1994; 이현정, 1995; 김현섭

1999; 최병우 2004; 김종민, 2011) 이러한 다년간의 연구축적에도 불구하

고 직무만족 연구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직무만족의 정의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Locke, 1983). 직무만족의 개념 정의에 대한

견해는 연구관점이나 측정도구 따라 <표 2-1>과 같이 학자들마다 다양

하게 정의될 수 있다.

<표 2-1> 직무만족의 정의1)

1) 김종성(2005), 한경희(2008), 김병조(2010), 손주영(2011), 김승헌(2012), 안경

희(2012), 오창택(2012), 백종선(2013), 은종환(2013), 윤호연(2014), 양영관(2015),

강호(2016) 등의 직무만족 정의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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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ttley & Rempel

(1970)

개인의 주어진 직무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이 목표를 성취

하려 할 때 갖게 되는 직업적 관심 또는 열의

Price

(1972)

사회전체의 구성원들이 조직 내의 직무참여자로서 지니

는 감정적 성향

Osborn

(1972)

직무과업, 작업조건, 동료관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개인

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느낌의 정도

Alderfer

(1972)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에 대하여 가지는 일련의 태도로

직무 또는 직무수행의 결과로 충족되어지는 유쾌하고 긍

정적인 정서 상태

Constance et al

(1973)

조직구성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평가로부터 얻게 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

McCormick & Tiffin

(1974)
직무에서 얻거나 직무로부터 유래하는 욕구만족의 정도

Steers, Porter

(1975)
개인이 직무와 직무경험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정서 상태

Locke

(1976)

개인이 자신의 직무 또는 직무경험으로부터 얻게 되는

유쾌함이나 긍정적인 정서 상태

Smith

(1976)

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감정

의 총화, 또는 이러한 감정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되는

하나의 태도, Smith(1955) 동일

Porter & Lawler

(1977)

구성원이 실제적으로 얻은 보상이 정당하다고 정의되는

보상의 수준을 초과한 정도

Grunberg(1979) 자신의 업무관련 감정과 그와 관련한 관점

Osborn

(1980)

직무과업, 작업조건, 동료관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개인

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느낌의 정도

McCormick & lgen

(1980)

어떤 개인이 기대하는 기준과 그에 부합하는 수준에 대

한 개인의 인식 간의 비교를 통해 인식되는 차이의 정도

Beatty & Schnier

(1981)

근로자의 직무 가치를 달성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즐거운 감정 상태

Saunders

(1981)

주어진 직무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

해서 개인이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표현하는 관심과 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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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neide

(1981)

종업원의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촉진시키는 것으로 개인별

로 직무평가에서 얻는 명쾌한 감정적 상태

신유근

(1982, 1991)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 개인이 직무나 직무경험 평

가로 발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

Smith et al.

(1983)

개인적인 직무를 통해 경험하는 좋고 싫은 감정의 조화

또는 그러한 감정한 균형 상태에서 기인되는 일련의 태도

Lichtenstein(1984)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 인지·정서·행위의 복합체로

실제로 관찰되는 것처럼 정확하지는 않고, 구성원의 행

위나 언어적 표현으로 추론되는 것으로서 복합적 개념

유기현

(1987, 2003)

개인의 태도, 가치, 신념, 욕구 등의 수준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가지는 감정적 상태

김종재

(1991)

개인의 태도와 가치․신념․욕구 등의 수준에 따라 직무

자체를 비롯한 직무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유쾌

한 감정적․정서적인 만족상태

Byars & Rue

(1991)
개인이 자신의 직무 전반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

김홍기

(1992)

어떤 직무에서 얻을 수 있거나 경험하는 욕구충족(need

satisfaction) 정도의 함수로서 직무만족의 본질은 자신의

직무에서 얻어지는 자기실현의 감정과 가치 있는 성취감

Newstrom & Davis

(1993)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작업역할에 대한 개인의 정의적 성향

Smith(1995)
개인이 자신의 직무관련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총화 또는

이러한 감정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되는 일련의 태도

Schneider

(1997)

개인들이 직무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로 과업과 직무수행 조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나

태도

Schermerhorn et al.

(2000)

자신의 직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로서 조직에 있어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나 태도

Stanley(2001) 직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한인섭

(2002)

자기의 업무와 관련한 경험이나 기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구성원이 가지는 감정적 태도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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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행

(2002)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의 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 외적 욕구충족의 만족 정도

Vecchio(2002)
직무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써 특히 기대와의 상호 작

용에 따른 개인의 경험

정광호, 김태일

(2003)

조직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갖는 감정적 반응의

정서 상태

김근우 등

(2005)

자신의 직무와 조직에 대한 평가에 반영된 조직구성원들의

애정적 반응 또는 조직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 에서 인지되는 내재적 및 외재적 욕구의 충족 정도

김봉규(2006)
직무와 관련된 인간관계, 태도, 근로환경 및 조건 등의 요

소를 포함하는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

박순애

(2006)

소망하는 결과와 실제적 결과 간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직무에 대한 구성원의 정서적 반응

유민봉, 임도빈

(2007)

직무 자체 내지는 직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대하여

느끼는 마음상태

송영태

(2007)

임금 , 관리 직무 내용 등 직무조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

(affective response)으로서 보통 사기나 직장생활의 질과

비슷한 개념

박재호

(2010)
자신의 직무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

백기복

(2012)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

김은주, 오흥철

(2013)

종사원이 직무수행에서 느끼는 욕구충족의 여부, 가치나

신념 등에 대한 태도로서 업무, 급여, 승진 등에 대한 감

정적인 지각이며, 자신의 직무를 통해 욕구수준이 충족

되고 있다고 느끼는 호의적 감정의 정도로서 직무태도

박정운

(2014)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가지게 되는 감성적, 정신적 선호도

임갑자

(2014)

직무와 관련된 태도의 하나로 어떤 개인이 담당하는 직

무가 가치관이나 신념, 욕구 등의 수준과 일치함으로써

직무자체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인 만족의 상태

황혜원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일에서 개인의 내ㆍ외부적 조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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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필요가 채워지고,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지지

되는가에 따른 감정적인 반응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각 개인이 본인이

직무, 그리고 직무와 연계된 다양한 환경에서 기인하는 감정, 정서, 태도,

반응의 정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제 2 절 직무만족 연구의 의의

직무만족 연구의 의의는 크게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의 의의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의는 직무만족

의 제고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개인의 삶의 질이 조직 생산성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

식아래,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져왔다(Seed, Lloyd,

1997). 이러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 중 하나가 직무만족이다

(Argyle, 1989)2). 사람이 일상에서 활용가능한 시간의 많은 부분이 자신

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적, 외적 결과물은 개

인의 삶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Orpan, 1978; Grunberg,

1979; House, 1981; Schmitt & Bedeian, 1982).

개인적 차원에서 두 번째 연구의의는 직무 만족이 건강과 수명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Palmore, 1969; Orpan, 1978; Grunberg, 1979;

House, 1981; Schmitt & Bedeian, 1982; 신철우, 1999; Schermerhorn &

Osborn, 2000; Alavi, 2004). 특히, 직무에 대한 불만은 근로자에게 스트

레스로 작용하여 그것이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친다는 국내 실

증연구도 있다

조직적 차원에서 직무만족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직무만족이 삶의

2) Argyle이 주장하는 삶의 질의 핵심요소는 결혼, 가족, 직업만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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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뿐만 아니라, 조직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개

인의 성과와 직무만족도 사이에 일관성 있게 유의한 관계를 도출하기 어

렵다는 연구도 있다(Vroo, 1964; Arvey, 1972; Organ, 1977; Pinder,

1984; Iaffaldano & Muchinsky, 1985).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직원들에

대해 성과에 대해 압박하면 직무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성과는 오

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반박하는 무수히 많은 연구결과들

이 직무만족도는 이직과 결근율 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생산성과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avis,

1951; Osborn et al., 1972; Muchinsky, 1977; Muchinsky & Tuttle,

1979; 배무기, 1979; 김수곤, 1982; Petty et al, 1984; 천명섭, 이정용, 김

경규 1990; 안관영, 1992; 조우현, 1994; 우석봉, 1995; Chiu & Kosinski,

1999; Shaw et al., 2000; Lambert, Hogan & Barton, 2001; 송계충 등,

2003; 정광호, 김태일, 2003; 한경희, 2008; 남중헌 등, 2008; 김병조,

2010; 임창희, 2014; 최재우, 2015, 이외 다수). 즉, 개인적 차원에서 직무

만족과 성과와의 관계는 의견이 다소 엇갈릴 수 있다하더라도 조직 차원

에서는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의 성과는 높았다(Harter J.K. 등,

2002).

둘째,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은 조직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외부에

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는 조직분위기에 기여하며, 외부에 대한

조직의 PR(Public Relations)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종재, 1991; 353-363, 신유근, 1982: 341-343). 이러한 맥락으로 직무만

족이 조직 내의 자발적 조직시민행동을 활성화시켜 조직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waminathan S. & Jawahar, P. D., 2013; 윤성영,

2013). 즉, 구성원의 과업동기 부여로 인한 자발적인 업무수행노력의 추

진 결과가 개인의 직무만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율과 결근율, 직무태

만의 감소를 비롯, 나아가 조직 유효성을 높인다(Tosi& Caroll, 1990:

266)는 점에서 직무만족은 아주 중요하다.

셋째,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의 정도는 오랫동안 조직의 원활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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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직무환경의 정의

박경호

(2002)

(협의) 조직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단

순한 물리적 환경

(광의) 직무수행과 연관된 각종의 관리적 요소, 인간관

계, 물리적 여건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것

김진희

(2008)

조직 환경이라고도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의 환경이란 그

사물의 내부적, 외부적 조건의 총체

김영락, 임영규 직무 그 자체 및 보수, 승진, 일의 흥미, 고용 안전성 등

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기 때문이다(김승언, 2012).

이렇듯 직무만족도는 개인적 측면에서보면 그들이 삶의 질과, 건강 그

리고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조직성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직무만족의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 3 절 직무외적요인

본 연구에서는 직무외적요인을 개인의 특성 또는 직무 자체와 관련되

지 않은 모든 변수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직무외적요인을 크게 직무

환경요인과 개인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직무환경이란 <표 2-2>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환경은 근무환경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반적 조직

특성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개인환경이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직무와 관련된 환경요인이 아닌 개인의 생활

이나 인간관계 등에 관련된 환경요인, 예를 들어 가족관계, 여가활동, 생

활만족도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직무외적요인의 하나로 분류하고자 한

다.

<표 2-2> 직무환경의 정의3)

3) 강호(2016: 9) <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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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과 관련하여 대우나 보상의 공정성, 인사제도의 공정성

그리고 근무여건을 포괄하는 개념

정소영

(2012)

직무수행 또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직업과 조직에

관련된 모든 것으로 각종 물리적, 상황적 변수를 포함한

개념

김혜원

(2012)

(내부환경) 조직 분위기, 조직체가 주어진 환경과 적응과

정에서 조직체 특유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

(외부환경) 내부 환경을 제외한 모든 환경

김동현

(2013)

종사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간접적

으로 접하게 되는 조건과 상황

학 자 직무외적요인 구성요소

이재진

(2000)

임금, 근무환경, 업무특성, 성장성, 성취감, 인간관계, 의

사소통

우문호

(2001)

임금, 근무시간, 복지후생제도, 포상제도, 회사의 방침, 근

무시설, 휴식공간, 어학교육, 회사에 대한 제안개진, 직무교

육, 자아실현 프로그램, 의사소통, 직책 간 갈등

이형백, 노진옥

(2005)

급여, 작업조건, 사회정책, 성장, 인정, 성취감, 안정, 대인

관계, 감도

이상미

(2006)

근무환경, 임금조건, 복리후생, 인사제도, 근무시간, 자부

심, 높은 비전

김영훈

(2007)

적절한 편의시설, 임금, 인정, 성취감, 책임감, 정체성,

동료와의 관계

문재신, 김옥근

(2007)

복리후생, 회사제도, 작업환경, 근무여건, 승진, 퇴직관리,

보수, 자기개발 영역, 단체활동, 신분보장, 자긍심

박영기

(2007)

후생복지혜택, 임금, 인사제도, 업무시간, 고용보험 혜택,

초과근무수당, 자기개발 교육, 동료와의 관계, 직장의 안정감

김진희

(2008)
급여, 시설, 전문기술, 자유재량

조지민 상사관련, 동료관련, 급여관련, 작업환경

주요 직무외적요인의 구성요소는 <표 2-3> 괴 같이 정리되고 있다.

<표 2-3> 직무외적요인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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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김인경, 곽영대

(2010)

급여, 출퇴근 거리, 휴무일수, 스케줄 근무, 취미활동 지

원, 출산 부담감, 직위만족, 정보습득, 교육훈련제도, 복지

후생 시설, 직원할인 여부, 공통된 관심

남성진

(2010)

업무량, 대인관계 능력, 보수의 적절성, 인정 및지지, 대

인관계 능력, 보수의 적절성,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박영희

(2010)
인적환경, 물리적환경, 업무전문성

조금숙

(2010)
총 근무경력, 주 근무시간, 근무시설

임종우

(2012)
근무제도 공정성, 근무평가 공정성, 고용상태 공정성

김영숙

(2012)

업무량, 근무환경, 보수, 후생복지, 상사와의 관계, 교육기

회, 동료와의 관계, 업무자율성

김희경

(2013)
역할모호, 역할갈등, 비금전적보상, 조직풍토

김동현

(2013)
보상체계, 업체운영환경, 인적환경, 업무전문성

지효진

(2013)

(동기요인) 책임감, 비전

(위생요인) 급여, 작업환경, 인사기준, 복지제도, 팀원 관

계

장석준

(2015)
물리적요인, 경제적요인, 인적요인, 직무열의 요인

전재구

(2015)
인적환경, 시설환경, 복지환경

이러한 직무외적요인은 직무만족과 연관되며 근로자의 신체 및 정신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장문

정, 2008).

본 연구에서 직무환경요인으로는 임금, 성과급, 복지후생, 조직규모,

고용형태, 취업안정성, 인사공정성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

다. 개인환경요인은 혼인상태, 가족과의 동거여부, 가족관계 만족도, 생활

만족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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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와 같이 직무외적요인을 포함,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제 4 절 직무만족 영향요인

1. 이론적 논의

직무만족의 정의의 다양성처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

명하는 이론 역시 매우 다양하나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요인과 그 요인이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과정을 명백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미흡한 상

태이다(김찬식, 1994; 진정식, 1998; 송영희, 1999; 이병철, 이채익, 2009;

손경애, 고종욱, 2007; 권혁기, 박봉규, 2010; 권정윤, 2012 등 다수). 심지

어 모순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다(Rainey, 2003).

그러나 직무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기라는 개념

이 도입되었으며, 직무만족이 직무동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 두 개념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Maslow와

Herzberg의 동기이론이나 Adams의 형평성이론의 경우 직무만족 이론에

포함시키기도 한다(안경희, 2012; 은종환, 2013; 백종선, 2013).

Lawler&Porter의 기대이론에서는 직무만족을 노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

의 종속변수로 모형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동기이론에 대한 논의가 직

무만족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직무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내용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구분되고 있다(곽순달, 1995; 박승렬, 1996; 최복경, 1999; 김보

환, 2001; 오상욱 등, 2009; 정소영, 2012; 백종선. 2013; 은종환, 2013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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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용이론

내용이론은 주로 직무만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

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 이론으로 Maslow의 욕구계

층이론, Alderfer의 ERG이론, McGregor의 X·Y이론, Herzberg는 2요인

이론 등이 있다.

Maslow(1943)는 욕구계층이론(Need Hierachy Theory)을 통해 인간

의 욕구를 계층적으로 구분하였다. 욕구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

회적 욕구, 자기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으며, 이 다섯 단계의 욕

구가 낮은 계층부터 높은 계층으로 차례로 만족이 이루어지는 계층적 질

서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Maslow의 이론은 욕구의 위계

에 대한 실증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Centers & Bugental,

1966; Locke, 1976; Grunberg, 1979).

McGregor(1959)는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을 발전시켜 인간본성에

관한 관점을 X이론과 Y이론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X이론은 전통적

인간관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므로, 고전적인

강경한 관리체계를 사용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해야한다는 이론이며, Y이

론은 새로운 인간관으로 인간은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책임 있는 일을

맡기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관리체계를 사용하고

분권화와 권한위임을 통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Herzberg(1959)는 2요인이론(two-factor theory)에서 동기요인과 위생

요인을 구분하였다. 동기요인(motivators)에는 성취감, 승인, 인식, 책임,

직무 자체의 흥미 등 내재적 요인이 포함되며, 직무만족과 연결되나 이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직무불만족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위생요인

(hygiene factors)에는 조직, 관리체계, 보수체계, 작업환경 등의 외재적

요인이 포함되며 직무불만족과 연결되나, 이것이 충분하다고 해서 직무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요인들이다. 동기요인은 Maslow의 욕구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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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 상위 계층에 속하는 요인들이며, 위생요인은 하위 계층에 속하

는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2요인이론 또한 요인간의 상호작용

등의 이유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나. 과정이론

과정이론은 직무만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이

직무만족의 결정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Vroom(1964)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은 과정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개인의 노력 그에 따르는 성과와 보상에 대한 기대로 인해 직

무만족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Vroom의 이론에서 동기부여의 강도는

선호의 강도와 도구를 곱한 것을 모두 합하여, 그에 대한 각각의 기대수

준을 곱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아무리 보상의 수준이 높아도 개인이 그

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직무동기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기대의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기대이론은 직무동기와 직무

만족의 설명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

Porter & Lawler(1968)는 Vroom의 기대이론에 역할지각, 내재적·외재

적 보상, 보상의 가치, 지각된 노력, 지각된 보상공정성 등 여러 변수들

을 추가하고 발전시켰다. 이들의 이론에서 개인은 노력과 성과에 대한

기대와 이러한 성과가 기대한 수준의 보상으로 연결될 될 것인가에 따라

동기를 부여받는다. 특히 보상의 형평성의 지각이 개인의 만족수준을 결

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실제 경험이 다시 미

래에 대한 기대로 피드백(feedback)되어 직무동기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Porter & Lawler의 기대이론은 일관된 이론적 틀을 마

련함으로 조직행동 및 조직심리학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여전히 몇 가

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기대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개인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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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현실과 비교함을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으며, 기대이론은 변수가 많고 이론자체가 복잡하여 검증

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 간의 실증연구에서도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정우일, 2005).

Adams(1962)의 형평성이론(Equity Theory)은 개인이 자신의 투입과

성과에 대한 결과물과 보상을 준거집단과 비교하고, 그 형평성의 인식에

따라 직무동기와 직무만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준거집단과의 비교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앞의 이론들과 구별되며, 이러한 비교에서 불

공정성이 인식되면 이를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동기와 행동이 유발된다

(Adams, 1963; Robbins, 2003). 따라서 과다보상의 경우에도 그에 따른

죄책감 등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소보상의 경우에는 불공정 대

우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Adaims, 1962; Vecchio, 2002; 김종

성, 2005; 김성태, 2016).

2. 선행연구 검토

위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요인과 그

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 들이 제시되고 있

다. 하지만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직무만족은 직무와 직무완 관련된 상황적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는 상황적 접근법이고, 둘쨰는 직무만족이 개인의

성격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성향적 접근이다(정광호, 김태일, 2003). 두

접근 방법이 모두 직무만족의 설명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

는 직무만족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 따라, 그리고 직무환경에 따라 다

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 접근법에 더 큰 비중을 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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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직무만족 영향요인

Ash(1954) 경영효율성, 직속감독자의 적절성, 동료의 배려

March & Simon(1958)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직무의 적합도, 직무관계와 예측 능

력, 직무와 다른 역할과의 조화 등

Myers(1964)
(직무 불만족 요인) 작업규칙, 조명, 휴식시간, 직위, 선임

권, 임금 등

Vroom(1964) 감독, 작업집단, 직무내용, 임금, 승진의 기회, 작업시간 등

성향적 접근범과 관련하여서 McCormick(1980)은 직무만족 영향요인

으로 개인의 성격특성(personality)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

표적 학자였다. 이 밖에도 O'Reilly & Roberts(1975)는 자기 확신, 성숙

성, 결단성과 같은 개인성격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높은 상관을 도출하였

고, Steers & Braunstein(1976)은 성취욕구, 지배욕구, 자기존경욕구가

자율성욕구보다 높다면 직무에 만족하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Staw &

Ross(1985)는 근로자를 둘러싼 지속적으로 직무환경이 변화하는데도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 직무만족 수준을 유지함을 발견하고 그 이유가 개인

의 성격특성 때문이라 하였다. Arvey 등(1989)은 각각 다른 직종에 종사

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직무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는 직무만족이 개인 성격특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

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개인의 성격특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는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동일한 직무환경이라도 근로자의 성격특

성이 긍정적일수록 높은 직무만족도가, 부정적일수록 낮은 직무만족도가

나온다는 결과가 있다(고종욱, 1999; 김경수, 2005).

반면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황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표 2-4> 와 같이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직무와 관련된 상황

에 두고 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상황적 접근법에 의한 요인과 성향적

접근법에 의한 요인을 혼용하여 직무만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표 2-4> 직무만족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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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net et al.(1966)

(개인특성) 연령, 교육, 지능, 성, 직무수준 등

(직무특성) 조직과 관리, 직속상사와의 감독, 사회적 환경,

커뮤니케이션, 안정성(security), 단조로움(monotony), 임금

(payment) 등

Gilmer(1966)
직장의 안전, 승진기회, 회사와 관리, 임금, 직무의 고유한

측면, 직무의 사회적 측면, 감독, 의사소통, 작업조건 등

Slavitt et al.(1978) 자율성, 보수, 업무요구도, 조직요구도, 인간관계, 직위

Porter & Steers

(1973)

① 조직전체요인: 급여, 승진기회, 회사정책과 절차, 조직

구조

② 작업환경요인: 감독유형, 참여적 의사결정, 작업진단규

모, 동료작업자와의 관계, 작업조건.

③ 직무내용: 직무범위,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

④ 개인적 요인: 연령, 근속, 이력.

위 4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직무만족 결정

Seashore & Taber

(1975)

(환경적 요인) 정치, 경제, 노동시장 상황, 문화요인, 직업

특질, 조직내부환경

(개인적 요인) 인구통계 요인, 안정적 성격요인, 상황적 성

격요인, 임시적 성격요인, 능력, 지각, 인지, 기대 등

Locke(1976)

① 작업요인 : 본질적 흥미, 다양성, 적합성, 학습기회, 난

이도, 성공 기회, 작업에 대한 통제 등

② 현금요인 : 임금액, 공정성, 임금 지급방법 등

③ 승진요인 : 승진기회, 공정성, 기초적 인사체계 등

④ 인정요인 : 성취에 대한 인정, 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신망과 비판 등

⑤ 부가급여요인 : 연금, 의료혜택, 유급휴가 등

⑥ 작업조건요인 : 작업시간, 휴식시간, 작업장의 온도나

통풍정도, 습도, 작업장의 입지조건 등

⑦ 감독요인 : 감독유형과 영향력 정도

⑧ 동료요인 : 동료관계

⑨ 조직관리요인 : 임금 및 부가급여정책, 조직구성원에

대한 관심

Jurgenson(1978)
발전, 부가급여, 자부심, 동료, 시간, 임금, 안전, 감독, 작업

유형, 직업조건 등 요인. 단, 각 요인은 성별, 시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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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등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가중치 변동

Gruneberg(1979)

(직무특성) 과업성과, 인지, 전문화, 직무자율성·다양성, 과

업정체성 등

(조직특성) 보수, 안정성, 감독, 참여, 작업집단, 조직구조,

조직문화,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개인특성) 연령, 성별, 인종, 교육수준, 근속기간, 개인성향

Hackman & Oldham

(1980)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등 주요 업무 특성

Bluedorn, A. C.

(1982)

(개인특성 변수) 연령, 근무연수, 역할갈등, 교육정도, 결혼

여부

(직무특성 변수) 승진기회, 집중화, 공식화, 수단적 커뮤니

케이션, 공정성, 보수, 통합, 반복성, 기회와 함께 등

Cranny et al.(1991) 직무자체, 급여, 승진, 동료, 감독 등

Blegen et al.(1998)
(개인요소) 연령, 근무경력, 학력

(기타요소) 몰입, 의사소통, 공식화 자율성, 전문성, 공정성,

안근석(1987) 임금, 동료관계, 승진,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 상사관계

Gabis & Simo(1995) 등4) 공공봉사동기(PSM)가 높은 공무원은 직무만족이 높음

김정인(1997) 승진, 임금, 일에 대한 만족, 상사관계, 동료관계

김병섭(2000) 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개방적 보수체계

Kim(2002) 상사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하미승, 권용수(2002) 상관․동료․하급자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Ellickson(2002) 승진기회, 보수, 부가급여 등 보상체계

정광호, 김태일(2003)

(개인적 변수) 인구사회적 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인성(personality), 재직기간, 직종의 위세(prestige)

(구조적 변수) 조직유형 특성, 업무 특성, 노조 유무 등

Rainey(2003)

(외재적 요인) 보수, 승진, 관리자의 관심 및 인정, 업무환경

(개인적 요인) 직무열의, 교육수준, 전문성, 지위, 연령, 근

속년수, 성별

(직무 요인) 업무중요성, 자율성, 기술다양성

조동규 등(2004) 과업자체, 감독, 동료, 보수, 승진

주효진(2004) 집권화된 조직구조는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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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2005) 권위적, 집권적 구조는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

이용규, 정석환(2005) 경제적 수입과 신분상승

박순애(2006)
직무의 조직목표달성도, 개인 발전 유의미성, 직무의 일상

성 및 반복성

전수진(2006)
임금에 대한 만족, 작업 동료에 대한 만족, 상사에 대한

만족 등

한경섭(2008);

신현호(2010)
성과 보상관련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

남승하(2013)
공공조직의 경우 성과관리 공정성(보상의 분배공정성 및

보상 의사결정 과정의 상하간 상호작용 공정성)

위 표에서처럼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하지

만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성요소는 크게 성별, 연

령, 교육 수준 등의 개인특성요인, 직무자체의 특성과 관련된 직무특성요

인, 그리고 조직구조, 인간관계, 보상, 생활만족 등의 직무외적요인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요인, 직무특성요인, 직무

외적요인을 이루는 전통적인 구성요소 들에 더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에 따른 직무외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활만족도나 가족동거여부

와 같은 관계는 변수들을 더하여 공공과 민간의 직무만족 차이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가. 개인특성요인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있다. 성별이

여성인 경우, 그리고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구방법 및 자료 등에 따라 결과

4) Gabis & Simo(1995); Naff & Crum(1999); 이근주(2005); 이근주․이혜윤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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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혼재되어 있어 오랜기간의 누적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1) 성별

성별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Blackborn & Bruce(1989)는 성별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있어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

러나 전반적인 연구결과에서 여성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amilton & Wright, 1986; 방하남, 2000; 정이환, 2001; 김상욱․유

홍준, 2001; 조혜선, 2001; 정광호, 김태일, 2003).

여성의 직무만족이 높은 이유에 관하여 Hamilton & Wright(1986)은

남성들은 직무관련 노동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는데 비해, 여성들은 가사

노동을 벗어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정이환

(2001)의 연구에서는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의 수준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무만족이 높다고 설명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별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거나(정광호,

김태일, 2003),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고운미,

2004; 장보성 등 2014; Schultz& Schultz, 1990; Vecchio, 2002)도 있어,

앞으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변

수로 채택하였다.

(2) 연령

연령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연구 결과에는, 그 관계를 U자형이라고 주

장한 학자도 있고(Clark et al., 1996), 유의한 관계가 없거나 아예 부정

적 관계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다(Ekerdt & Deviney, 1993). 하지만 기존

의 연구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연령과 직무

만족의 관계를 긍정적 선형관계라고 제시하고 있다(Rhodes, 1983; 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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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dman, 2010). 특히 한 근로자가 일생동안 유사한 직무에 계속 종사한

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연령과 직무만족간의 긍정적 관계는 더욱 강력해

진다는 결과가 있다(Altimus Ⅱ & Tershine, 1954). 연령이 높으면 유사

한 업무에 대하여 더 쉽고 빠르게 적응하게 되고, 직무에 대한 상대적

기대감도 낮아지게 되므로, 직무에 만족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다

(Weather & Davis, 1981; Bernberg, 1984; 송영희, 1998). 더불어

Rhodes(1983)는 연령이 직무몰입, 직무동기, 정서적 몰입 등과도 긍정적

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근로자의 연

령이 증가할수록 그들이 속한 조직에 더욱 편안함을 느끼며, 직무를 더

욱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NG & Feldman, 2010).

(3)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직무만족은 상승한다는 것이 일반적(Rainey, 2003)이

나, 반대로 교육수준이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정수진, 1998; 신철우, 1999). 이러한 주장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

자 일수록 상대적으로 직무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교육수준은 그 자체로 직무만족에의 영향을 판단

하기보다 직무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변수 및 교육수준과 직무적합도를 동시에 변수로 채택하였다. 교육수준

적합도의 선행연구 결과는 아래 2. 직무특성변수 항목에서 상세히 설명

하기로 한다.

정광호, 김태일(2003)은 공공부문 고졸집단 만족도가 민간부문 대졸집

단 만족도보다 높은 결과를 도출하여, 교육수준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보

다 공공과 민간이라는 조직유형의 차이가 더 중요함을 지적하기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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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특성요인

직무특성요인은 내용이론에서 강조하는 직무 자체가 가지는 내재적

요인이다(Grunberg, 1979). 직무특성요인에는 직무의 본질적 특성에 관

련되는 근로자의 인식, 직무수준과 근로자 교육·기술수준과의 적합도, 직

무를 수행함으로 얻게 되는 근로자의 발전가능성, 직무와 관련되는 업무

부하 등이 포함된다.

(1) 직무내용

직무의 본질적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 Locke(1975)는 직무자체에 대한 본질적 흥미, 다양성을 들었고,

Gruneberg(1979)는 직무 다양성과 과업 정체성을, Hackman & Oldham

(1980)은 직무정체성, 이 밖에 Cranny et al.(1991), 안근석(1987), 조동규

등(2004), 이형백, 노진옥(2005), 김영락, 임영규(2009)의 연구에서도 직무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직무만족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직무내용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반해,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오히려 종속변수로 채택되었다(정광호, 김태일, 2003; 변한

섭, 2003; 김태일, 한경희, 2008; 김병조, 2010). 이 점은 초기 노동패널

데이터 연구에서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대한 설문문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만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

용한 의도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패널 데이터에서

는 전반적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별도의 설문문항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해외의 선행연구나, 노동패널를 이용하지 않은 국내 연구들에 비추어 보

았을 때, 직무내용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하는 것이

더 함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내용 자체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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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직무내용을 독립변

수로 채택하였다.

(2) 직무적합도(교육수준적합도, 기술수준적합도)

직무적합도는 직무와 근로자 자신의 이미지, 교육수준, 기술수준, 기능

등의 사이가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Vroom, 1964; Vecchio,

2002).

물론 직무적합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박영배, 1999).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직무적합성을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들고 있다. March & Simon(1958)은 직무와

이미지와의 적합성을, Locke(1975)는 직무 적합성 등을, Jurgenson(1978)

은 작업유형을, Hackman & Oldham (1980)은 기술다양성 등 직무특성

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직무가 가지는 특성과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다양하게 연계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직무특성이 적절하게 연계된 상태인 직무적합은

내재적 근무동기를 촉발시켜 직무만족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Vroom, 1962; Mann & Hoffman, 1960; 이재규․조영대, 1994; 박우성․

노용진,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적합도를 직무만족 영향요인으

로 채택하였으며, 그를 판단하는 측정변수로 직무에 대한 교육수준적합

도와 기술수준적합도를 채택하였다.

(3)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은 직무를 수행함으로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발전에 대한

기회요소를 말한다. 주로 승진 및 승진에 대한 기회를 직무만족의 주요

요소로 설명하고 있으며(Vroom, 1964; Gilmer, 1966; Porter & Steers,

1973; Bluedorn, A. C., 1982; 안근석, 1987; 김정인, 1997; Rainey, 2003;

조동규 등, 2004; 문재신, 김옥근, 2007; 김영락, 임영규, 2009)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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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장)기회, 상사 및 주위에 대한 인정, 높은 비전 등이 발전가능성

요소로 곱힌다(Locke, 1975; 이형백, 노진옥, 2005; 이상미, 2006; 김영훈,

2007).

이러한 발전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만족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업무부하

업무부하는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양의 정도이다((House, 1980).

Locke(1975)는 난이도, 직무량(업무 부하), Vroom(1964)은 작업시간, 남

성진(2010)은 업무량을 주 영향요인으로 꼽았다. 반면에 Myers(1964)는

휴식시간을 직무만족 주요요인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업무부하는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직무만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과

같은 다른 부분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지적되

고 있다(House, 1981; Lincoln & Kalleberg, 1990; 안가영, 2003; 전순덕,

2005). 또한 업무부하는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직무환경요인으로서 근로시간 변수와 함께 업무부하 변수를 고

려하였다.

다. 직무외적요인 : 직무환경요인

(1) 임금

임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게되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한다(Lawler, 1971). 임금을 포함한 보수가 직무만족

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은 명백하다. 다수의 연구에서 임금과

직무만족도는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를 도출했다(Dyer & Theriault,

1976; Weiner, 1980; 이재진, 2000; 우문호, 2001; 이형백, 노진옥,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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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2006; 김영훈, 2007; 박영기, 2007; 김영락, 임영규, 2009; 남성대,

2010ㅣ 조지민 2010; 김영숙, 2012; 지효진, 2013 등 다수). 또한 임금에

만족할수록 노조에 대하여 비우호적이 되며, 반대로 임금에 불만족 한다

면 결근 및 이직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창삼, 1994; 박

영배, 1999).

정광호와 김태일(2003)은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민간보다 공공에서 꾸

준히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성과급

임금이 일정한 직책이나 직급에 대응하는 일률적인 보상이라면, 성과

급은 그와 관계없이 근로자 개인이나 단위 조직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차등적인 보상이다(김종성, 2005). 즉, 성과급은 근로자의 성과를 조직이

인정했다는 일종의 성과징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무만족도는 성

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개방적 보수체계에서 더 높이 달성된다는

연구도 있다(김병섭, 2000) 성과급은 차등적 성과에 따른 차등적 보상으

로 성과급에 대한 공정성 지각과 만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김상

욱․유홍준, 2002).

(3) 근무시간

OECD 주요국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이러한 근무시간 단축의 주요한 영향을 미친 제도적 요인은 유급휴가일

수의 증가, 제도적 근무시간의 단축, 파트타임 근무시간의 증가와 관련하

여 풀타임 근무시간의 감소 등이 있다(은종환, 2013).

이러한 근무시간 단축의 효과는 국가별 경제상황이나 기업문화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효과는 일관

되게 나타나고 있다(OECD, 1998). 또한 근무시간의 단축이 가족과 보내

는 시간을 증가시키는데 핵심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신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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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오문환, 2011; 김유선, 2011).

그러나 근무시간이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 김승택과 이상민(2008)의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근

무시간 단축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를 단순평균 비교하였는데, 근무시

간이 단축된 경우 오히려 직무만족도가 하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근무시간 단축과 직무만족 증가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있다(안근석, 1987; 방하남, 2000; 우문호, 2010; 안가영, 2003; 이상미,

2006; 박영기, 2007). 이러한 차이는 근무시간 변수와 직무특성요인에서

언급한 업무부하 변수 등과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업무

부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당초과 근로시간으로 측

정되는 업무부하 변수와 근로시간 만족도로 측정되는 근로시간 변수를

동시에 채택하기로 하였다.

(4) 조직규모

조직규모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조직규모가 커지면서

직무만족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곽순달, 1995; 송영희, 1998;

진정식, 1998; 김호정, 2002; 윤대혁, 2005; 백승규, 2010). Porter &

Lawler(1975)의 연구에서는 이를 조직규모 증가에 따른 의사소통 기능의

저하, 높고 세밀한 직무전문화 등이 근로자의 직무만족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규모를 종업원 수로 측정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5) 노조유무

노조의 존재는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조직 의사결정에 얼마나 반영되

는가에 대한 척도가 된다. 노조가 존재한다면 근로자가 조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쉽고, 반대로 노조가 존재하지 않거나 노조의 힘이 약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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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견 전달통로는 제한된다. 이 경우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이

저하될 수 있다(김기석 등, 1989) 또한 노동조합의 존재는 급여, 복지후

생 등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노조의 존재가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Berger, Olson & Boudrea 1983; Robbins,

2003). 본 연구에서도 변수도 채택하였다.

(6) 고용형태

본 연구에서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가지로 나누어 비교할

예정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높은 직무만족을 가지는 것은 다

양한 연구결과로 입증되었다(Miller & Therborg, 1979; 박우성, 노용진,

2002; 이은우, 2009). Miller &Therborg(1979)는 이러한 차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조직몰입도가 낮고, 보수 및 복지후생 등에서 불리

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우(2009)는 9차 노동패널 데

이터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도

출하고, 이러한 차이의 47% 정도가 개인의 특성 등에 의한 차이가 아닌

차별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임을 지적하였다.

(7) 취업안정성

취업안정성은 직무만족과 상당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알려져 왔

다(이형백, 노진옥, 2005; 박영기, 2007; 김영락, 임영규, 2009; Fournet et

al,.1966; Seashore & Taber, 1975; Gruneberg, 1979).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에 취업안정이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박

우성, 노용진, 2002).

또한 취업안정성 역시, 직무내용과 같이 노동패널을 이용한 선행연구

들에서 종속변수의 일부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었으나(정광호, 김태일,

2003; 변한섭, 2003; 김태일, 한경희, 2008; 김병조, 2010), 이는 전반적 직

무만족도 설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종합 직무만족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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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선행연구나, 노동패

널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국내 연구들 다수를 살펴보았을 때, 취업안

정성은 독립변수로 채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취업안정성 측정 방법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통하

여 구별하는 연구(김병조, 2010)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고용형

태 변수를 두었으므로, 취업안정성에 대한 노동패널의 별도 설문을 측정

변수로 채택하고자 한다.

(8) 인간관계

Kim(2002)은 인간관계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상사와의 효

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하미승과 권용수(2002)는 상관과

동료, 그리고 하급자와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에서 대인관계(인적환경)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이해진, 2000; 이형백, 노진옥, 2005; 김영훈, 2007;

남성진, 2010; 조지민 2010; 박영희, 2010; 김영숙, 2012; 김동현, 2013; 지

효진, 2013; 전재구, 2015). 반면에 최병우(2004)의 연구에서는 대인적 환

경특성이 직무만족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

였다.

(9) 인사공정성

공정성이란 직무에 대한 구성원의 노력 또는 업적과 그들이 받는 보

상 사이의 긍정적인 연상이다(Goodman, 1997). 이중 인사제도에 있어서

공정성은 크게 분배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Alexander

& Ruderman, 1987; Greenberg, 1990). 분배공정성이란 근로자가 받는

보상의 크기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정도이며, 절차공정성이란 그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을 의미한다(Folger &

Konovsky, 1989). 한경섭(2008) 및 신현호(2010)의 연구 등에서는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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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민경호와 조국

행(2002), 임진섭 등(2012), 남승하(2013)의 연구에서는 분배의 공정성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되는 등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인사공

정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변수로 채택하였다.

(10) 복지후생

복지후생은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간접적, 비가

시적, 부정기적 보상이다(Lawler, 1971). 복지후생에는 국민연금, 의료보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 및 융자혜택, 학비보조, 휴병가, 퇴

직금 등이 있다(김종성, 2005). 이러한 복지후생은 일반적으로 직무만족

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ocke, 1976; Jurgenson,

1978; Ellickson, 2002; 우문호, 2001; 김상욱, 유흥준, 2002; 서종현, 2004;

김경수, 2005; 박영기, 2007; 곽영대, 2010; 김영숙, 2012; 지효진, 2013;

전재구, 2015)

공공과 민간과의 비교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남성집단이 민간부문의

여성집단보다 복지후생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정광호와 김태일(2003)의

연구가 있다.

라. 직무외적요인 : 개인환경요인

(1) 가족과 동거여부, 가족관계 만족도, 생활만족도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직업적 이유로 떨어져 사는 가족의 형

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

산업 육성, 1997년의 외환위기에 따른 취직의 어려움, 그리고 최근의 공

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새로운 생활양식인 ‘주말부부’가 등장, 확대 되

고 있다(박숙자, 1991; 김태현, 박숙자; 1992; 김경은 정옥분, 1998;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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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2003; 최정혜, 2004). 이러한 가족간 비동거는 가족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근로자의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하여 전반적

인 삶의 만족도 및 직무만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

(Kopelman et al, 1983; Parasuraman et al, 1992; 강혜련, 2002). 즉 근

로자의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에 전이되어 근로자의 생산성, 결근, 이직 등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의 동거여부 및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채택하였다.

(2) 혼인상태

혼인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미혼보다 기혼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곽순달, 1995; 정수진, 1998; 진정식, 1998) 이러한

결과는 기혼인 경우 부양가족의 영향으로 회사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이

는 곧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과 근속년수

등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혼인상태 변수와 높은 상관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김찬식, 1994),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정

확한 변수 간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제 5 절 공공·민간 조직 간의 차이

1. 이론적 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를 경시해왔던, 전통적 조직론자들은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이론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해왔

다. 이러한 초기 조직론자들은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적

용될 수 있는 관리기법과 제도는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조직관리 차원에

서 일률적인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정광호, 김태일, 2003: 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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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사성의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든다. 첫 번째 근거는 공공부

문에서도 민간부문의 조직특성이 다야하게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공공조직의 많은 부문이 민간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

조직도 효율성을 목적 중에 하나로 추구하고 있으므로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근거는 관리 기능의 유사성이다. 인

사관리, 회계관리 등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기능이며, 이러

한 부문에서 민간의 관리기법이 공공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관리기

능의 유사성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 아웃소싱의 발생으로 공공에서 수행

하던 역할 및 기능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목적과 역할의 유사성이다. 민간조직 역시 대규모화되고 이해관계

자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들에서 공공과 민간 조직 유사하다는 주장들이 있다.

위와 같은 유사점에 대한 주장에 반해,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는 공공과 민간 조직의 차이점을 주장하여온 수많은 이론가들이

있었다(Bozeman & BretSchneider, 1994; Dixit, 1997). 정치와 시장, 소

유와 재원조달과정의 차이 등 공공과 민간조직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Rainey(2003)는 공공과 민간조직의 차이

가 없다면 모든 민간 기업을 국유화 하거나, 모든 공공조직을 민간과 동

일하게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두 조직 간에는 분

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려

는 학자도 많다. 다음에서는 민간조직과 구별되는 공공조직의 특성에 대

한 학자들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과 민간 조직의 차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조직 유형을 구분하였다. Dahl & Lindblom(1953)은 정부권한을 이용하

는 기관(agencies)과 시장경제를 이용하는 기업(enterprises)을 양극단으

로 나누고 그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연속선 위에 존재한다고 하

였다. Wamsley & Zald(1973)는 소유권(ownership)과 재원(funding)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의 조직으로 구분하였다. Chun (2011)은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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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ization)와 시장화(marketization)라는 두 가지 환경차원의 연속체

(continua)를 이용하여 조직을 분류하였다. 정치환경에 노출되는 정도와

시장환경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무수히 많은 하위차원들과 지표들이

존재하며, 그 정도에 관청(bureaus), 기업(firms), 클럽(clubs), 국민기업

(flagships)의 4유형 조직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Rainey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그간 누적되어온 연구를 공공·민간

조직 구분론의 형태로 정리하였다(Perry & Rainey, 1988; Rainey, 2003;

Rainey & Chun, 2005). 이 이론을 토대로 조직환경, 조직목표, 조직구조

적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조직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

가. 조직환경

공공이 민간과 조직환경적 측면에서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로 꼽

는 것은 시장 매커니즘에 관한 차이이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조직산출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시

장이 존재하더라도 공공재효과, 외부효과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기능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Downs(1967)는 시장 기능의 한계로 인하여 공

공조직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선호나 수요와 같은 정보가

결핍되기 쉽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비용절감,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이뤄

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Dahl & Lindblom(1958)은 많은 공공조직들의 수익창출 경로가 시장

이 아닌 정치적 예산배정이라는 것 때문에, 의회를 비롯한 많은 정치적

기관들의 외부통제에 종속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수익창출 경로만이

아니라, 공공조직업무는 흔히 독점적, 강제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민간

조직에 비해 더 높은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되며, 그에 따르는 높은 공적

기대를 받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Rainey et al, 1976) 따라서 공공조직의

성과평가 기준 역시 객관적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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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같이 공공조직은 조직환경적 측면에서 시장기능과 법적, 정치적

영향력이 민간부문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나. 조직목표

공공·민간은 조직목표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공공조직의 목표는 민

간 민간조직에 비해 더 모호하고, 더 다양하며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

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Chun & Rainey, 2005). 이는 앞서 지적했던

시장 메커니즘의 부재로 인한 것이기도 한데, 공공은 민간조직처럼 시장

에서 그 산출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조직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시민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해 효율성을 넘어 책임성, 공정

성, 형평성, 개방성, 정직성 등도 요구한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의 상충은

목표를 모호하게 하며, 정치적 타협을 필요로 하나 합의에 도달하는 것

을 어렵게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가치로 인한 정치적 타협의 필요성

은 목표의 수를 늘리고,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포함 시키기도 한다(전

영한, 2005).

다. 조직구조

앞서 언급한 공공조직의 환경과 목표의 특성들로 인하여, 공공조직의

조직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규칙과 절차에

의한 관료주의적, 집권적 통제를 받게 된다. 또한 법적인 규제로 인한 제

약이 많아지게 되고 이는 공공 조직 근로자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제약

시켜 형식주의(red tape)의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공조직은 외부의 이해관계 집단이 많고, 민간에 비해 더 정

치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 기관장의 빈번한 교체 등의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조직구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조직 관리 방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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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주 변화하게 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조직 특성의 차이는 각 조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 특성에 의한 차이로 인해 직무만족에도 차이를 발

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공공과 민간 조직 근로자에 대한 직무

만족 차이에 대하여 연구한 실증연구 결과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2. 선행연구 검토 : 공공·민간 조직 간 직무만족 차이

공공조직의 직무만족 연구에 대한 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공공조직만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 연구(변한섭, 2003; 손경애, 고종

욱, 2007; 김승언, 2012; 권정윤, 2012; 안경희, 2012; 윤호연, 2014; 김성

태, 2016)와 민간조직과의 비교를 통하여 직무만족을 연구(조경호, 김미

숙, 2000; 조경호, 주재복, 2001; 한인섭, 2001; 변한섭, 2003; 정광호, 김

태일, 2003; 전영한, 2005; 김태일, 한경희, 2008; 김병조, 2010; 은종환,

2013)이다. 본 연구는 공공과 민간조직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에 속한다.

공공과 민간조직의 직무만족을 비교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연구의 시

기, 대상,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조경호와 김미숙(2000)은 공무원과 민간조직 종사자의 직장만족도를

포함하여 삶의 질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직장만족도 12개 문항의 비교결

과 공무원은 담당업무, 보수, 승진기회, 원하는 부서에 근무, 의사결정 범

위, 개인의자유과 권리의 보장, 직업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 부문에서 민

간기업 대비 유의하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호와 주재복(2001)은 조직유형을 정부, 공기업, 민간으로 나눠 비

교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과 달리 민간기업>정부조직>공기업

순으로 직업만족이 나타났다. 또한 업무만족과 보수만족 요인은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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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나, 승진만족과 피로감의 정도는 정부와 공기업에만 영향

을 미쳤으며, 사회적 존경은 정부와 민간부문에만, 개인의 자유와 희망부

서 만족은 정부조직에만, 분권적 의사결정 구조는 민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등 조직 유형별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

다.

정광호와 김태일(2003)은 1998년에서 2001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데이

터를 이용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 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

를 비교분석하였는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근로자들의 직무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안정성에 대한 만족에서 큰 차이

가 발견되었고, 보수에 대한 만족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이것은 당시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단순히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등)만을 통제하고, 직무만족에 대한 차이만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

이외의 생활만족도, 가족과의 동거, 가족관계 만족도 개인환경요인을 추

가하였으며, 그 외에도 직무특성요인, 직무외적요인 등을 추가한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전영한(2005)에서는 63편의 국내외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Sayre(1953)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서 기

본적으로 유사하다”는 명제를 7가지 관점에서 검증하였다. 공공과 민간

조직의 차이의 관점에 대한 변수 중, 조직환경, 조직목표, 조직구조, 동기

부여, 직무태도, 리더십, 조직변화 및 혁신의 6가지 변수에서 과반의 지

지율이 나타났으며,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조직목표에서도 35.7%라는 수

치가 나왔다. 따라서 관리기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공조직의 구별되는 특

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김태일과 한경희(2008)는 1998년, 2001년, 2005년의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

다. 보수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용안정성 및

직무내용 만족은 공공부문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근로환경, 복지후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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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은 민간부문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공공부

문의 고용안정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보수만족 부문에서도 2004년 이후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이 종료되어서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계

속한 점과, 2000년대 중후반부터 공무원 조직축소 및 정원감축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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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자료

본 논문에서는 공공과 민간 조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요인의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의 2006년(제9차)부터 2014년(제17

차)까지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노동패널 조사가 1998년부터 시작하

긴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삼고자 하는 직무만족에 대한 구체

적 설문이 시작된 것이 2006년부터이고,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1998

년에서 2005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공공과 민간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도 의의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현재까

지 공개된 최신 패널데이터까지 모두 활용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인 공공과 민간조직 근로자의 만족도 차이

를 비교하고자 그에 맞추어 표본을 정제하였다. 먼저 자영업, 무급가족종

사자 등의 비임금 근로자와 미취업자를 제외하여, 임금근로자만을 추출

하였다. 또한 정원 30명 미만의 조직을 제외하여 대부분 중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표본을 정제하였고, 세전 연간소득에 대한 극단

값을 제외하고자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며 1억 2천만원 이하인 근

로자만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회사, 법인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민간회사 및 공공기관5)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하여 9차례에 걸친 조사기간 중, 총 26,041개의 표

본이 확보되었다. 공공조직은 연도별 평균 499명 이었으며, 민간조직은

2,394명이었다. 초기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유사 기존연구에서 공공

5) 정부기관,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공사합동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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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명, 민간 939명을 추출해낸 바가 있다(정광호, 김태일, 2003). 본 연구

는 기존 연구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변수와 기간을 통제하였음에도 표본

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이러한 노동패널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Locke(1976)6)

의 이론을 기반으로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개인특성요인, 직무특성요인

(직무내적요인), 직무외적요인으로 구별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변

수로 활용하여 조직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한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제 3 절 연구가설

연구가설은 <표 3-1>과 같다. 먼저 조직별 직무만족 영향요인의 구조

6) Locke(1976)는 직무영향요인을 크게 인적요인, 직무 자체요인, 조직 및 직무

환경요인으로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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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탐색하고, 해당 요인들이 공공과 민간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표 3-1> 연구가설

연 구 가 설

가설(1) 직무만족 영향요인 구조는 조직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직무만족 영향요인의 영향력은 조직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직무만족 영향요인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4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앞서 직무만족을 '각 개인이 본인이 직무, 그리고 직무와 연계된 다양

한 환경에서 기인하는 감정, 정서, 태도, 반응의 정도'라고 정의를 내리

면서 자신의 기대기준과 타인과의 비교, 외부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직무만족의 정의와 연결되는 노동패널 데이터의 설문문항

들이 존재한다.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와 열정의 정

도, 즐거운 정도와 보람의 정도,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은 정도, 그리고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와 전반적 일 만족도 등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하고 있다. 이러한 만족도는 타인과의 비교, 자신의 기대치의 충족정도

등을 모두 포함한 요소이므로 이를 직무만족도의 측정도구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리커트 척도를 점수

로 전환한 다음 산술평균하여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방식은 직무만족 연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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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 2000, 변한섭, 2003; 김종성, 2005; 권정윤, 2012; 은종환, 2013).

다만,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의 산술평균 전에 각 문항간의 신뢰도

검증 및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보았다. 신뢰도 검증에서는 통상

Chronbach's Alpha 계수가 0.6이상인 경우에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우

수명, 2003; 오택섭, 최현철, 2003).

제1절 연구자료의 절차로 얻은 표본 총 26,041개를 대상으로 7개 문항

의 신뢰도 검증 및 요인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신뢰도 검증 및 요인 분석

문 항

Chronbach's

Alpha

(변수 제외 시)

Factor

현재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0.9011 0.8512

현재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0.9051 0.8227

현재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0.8991 0.8672

현재하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0.8998 0.8618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0.9132 0.7547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0.9096 0.7811

전반적 일 만족도 0.9087 0.7883

총 0.9177 -

7개 문항의 총 Chronbach's Alpha 계수는 0.9177로 어떤 한 문항을

제외하여도 이보다 높지 않다. 또한 요인분석도 모든 변수의 측정값이

0.75∼0.87로 나타나, 모든 변수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설정할 수 있는 결

과가 나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7개 문항을 모두를 대상으로 하

여, 이의 산술평균값을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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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조직의 형태로 민간조직과 공공조직으로 나뉜

다. 민간조직 근로자는 ‘30인 이상 민간조직의 임금 근로자’로, 패널 설문

문항 중 ‘(주된 일자리) 기업형태’에서 ‘(1)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를

선택한 데이터를 채택하였다. 공공조직 근로자는 ‘30인 이상 정부 또는

공공조직의 임금근로자’로 ‘(주된 일자리) 기업형태’ 문항에서 ‘(3) 정부투

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또는 ‘(5) 정부기관’을 선택한 데이

터로 채택하였다. 다만 세전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며,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3. 통제변수

앞서 검토했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통제변수는

크게 개인특성요인, 직무특성요인, 직무외적요인으로 구분된다. 공공과

민간의 직무만족도를 비교하였던 연구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기

본적 인구통계적 변수만을 통제변수로 채택한 연구(정광호, 김태일,

2003; 김태일, 한경희, 2008 등)도 있지만,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인구통계

적 요인이 반영된 개인특성변수 뿐만 아니라 직무내적요인이 반영된 직

무특성변수와, 직무외적요인이 반영된 직무환경변수를 연구에 포함시키

거나, 추후과제로 남기는 등 중요한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변수들을 추가로 모형에 포함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개인특성변수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배우자동거여부, 생

활만족도를 채택하였으며, 직무특성변수에는 교육수준적합도, 기술수준적

합도, 업무부하, 직무내용, 발전가능성, 직무환경변수에는 임금, 성과급,

부가급여, 근무시간, 조직규모, 노조유무, 고용형태, 자율성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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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특성변수

개인특성변수에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

태와 추가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가족과의 동거여

부, 생활만족도 변수를 채택하였다.

성별은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이며, 여성과 남성의 직무만족이

다르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

연령은 만나이로 측정하였다. 다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근속기간과 교

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속기간 변수는 제외하였다.

교육수준은 다양하게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국내 선행연구에

서 주로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나. 직무특성변수

직무특성변수는 직무 그 자체가 가지는 내재적 요인이며, 선행연구에

서는 본질적 흥미, 직무다양성, 직무전문성, 직무적합성, 난이도, 성공(승

진)기회, 과업정체성 등을 직무특성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패널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직무전문성 및 적

합성 (교육수준적합도, 기술수준적합도, 직무내용), 난이도(업무부하), 성

공기회(발전가능성)로 측정하였다.

직무내용, 발전가능성은 패널데이터 중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교육수준적합도와 기술수준적합도는 답변문항의 구성이 일반적인 리

커트 5점 척도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1)번은 ‘수준이 매우 낮다,’ (2)

번 ‘수준이 낮은 편이다,’ (3)번 ‘수준이 맞는다,’ (4)번 ‘수준이 높은 편이

다,’ (5)번 ‘수준이 매우 높다’로 답변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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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의 인과관계 설명을 위해 문항별 점수배점 조정이 필요하다. 점수

변환 은 (3)번 답변은 5점, (2),(4)번 답변은 3점, (1), (5)번 답변은 1점으

로하여 측정하였다.

업무부하는 주당초과근로시간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다. 직무외적변수

직무외적변수는 직무 자체의 내적특성 이외의 직무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요인이며, 선행연구에서는 보상요인, 직업안정요인, 인정

요인, 작업조건요인, 동료요인, 조직구조와 관리요인 등으로 직무외적요

인을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환경요인으로 임금, 성과급, 근

무시간, 조직규모, 노조유무, 고용형태, 취업안정성, 근무환경, 인간관계,

인사공정성, 복지후생제도를 채택하였다. 개인환경요인으로 가족과의 동

거, 가족관계, 전반적 생활만족도, 혼인상태를 채택하였다.

임금은 세전연간근로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세전 연간소득이 1,200만원

미만이거나,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값은 극단치로 보고 제거하였다.

성과급은 성과급제도의 시행, 미시행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근무시간, 취업안정성, 인간관계, 인사공정성, 복지후생제도, 가족관계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는 패널 데이터 중 리커트 5점 척도 동명의 설문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조직규모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30명 미만의 조직의 제외하였으며,

30명에서 1000명 미만 조직과 1000명이상 조직으로 구분하였다.

노조유무는 노동조합의 유무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측정하였다.

가족과의 동거여부는 동거, 비동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혼인상태는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정리하면 <표 3-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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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유 형 변 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에 관한 7개 문항의 산술평균

독립변수 조 직 유 형 공공조직(0) / 민간조직(1)

통제

변수

개인

특성

변수

성 별 남(1) / 여(0)

연 령 만 나이의 로그값

교 육 수 준 고졸이하(0) / 대졸이상(1)

직무

특성

변수

직 무 내 용 일의 내용 설문(5점)

교육적합도 교육적합도 설문(5점)

기술적합도 기술적합도 설문(5점)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 설문(5점)

업 무 부 하 주당초과 근로시간

직

무

외

적

변

수

직

무

환

경

임 금 세전연간근로소득의 로그값

성 과 급 성과급제도 시행(1) / 미시행(0)

근 무 시 간 근무시간 설문(5점)

조 직 규 모 종업원 수 1000명 이상(1) / 이하(0)

노 조 노동조합 유(1) / 무(0)

고 용 형 태 정규직(1) / 비정규직(0)

취업안정성 취업안정성 설문(5점)

인 간 관 계 인간관계 설문(5점)

인사공정성 인사공정성 설문(5점)

복 지 후 생 복지후생 설문(5점)

개

인

환

경

가 족 동 거 동거(1) / 비동거(0)

가 족 관 계 가족관계 만족도 설문(5점)

생활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설문(5점)

혼 인 상 태 기혼(1) / 미혼(이혼포함, 0)

다만, 제4장 분석결과에서 수행된 기초통계량 및 추세분석, 차이분석,

상관관계의 분석결과 일부 변수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제

거하였다. 가설검증에 사용될 최종 변수는 다음 표<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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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2)

유 형 변 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에 관한 7개 문항의 산술평균

독립변수 조 직 유 형 공공조직(0) / 민간조직(1)

통제

변수

개인

특성

변수

성 별 남(1) / 여(0)

연 령 만 나이의 로그값

교 육 수 준 고졸이하(0) / 대졸이상(1)

직무

특성

변수

직 무 내 용 일의 내용 설문(5점)

교육적합도 교육적합도 설문(5점)

기술적합도
상관분석결과 다중공선성 방지를 위해 변수 제외

*상세 제4장 제3절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 설문(5점)

업 무 부 하

교대근무 등 초과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변수 제

외 시, 조직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변수 제외

*상세 제4장 제1절 2./ 제4장 제2절 2.

직

무

외

적

변

수

직

무

환

경

임 금 세전연간근로소득의 로그값

성 과 급 성과급제도 시행(1) / 미시행(0)

근 무 시 간 근무시간 설문(5점)

조 직 규 모
대다수 표본에서 무응답 문제로 제외

*상세 제4장 제1절 3.

노 조 노동조합 유(1) / 무(0)

고 용 형 태 정규직(1) / 비정규직(0)

취업안정성 취업안정성 설문(5점)

인 간 관 계 인간관계 설문(5점)

인사공정성 인사공정성 설문(5점)

복 지 후 생 복지후생 설문(5점)

개

인

환

경

가 족 동 거
차이분석결과 차이없음으로 변수 제외

*상세 제4장 제2절 3.

가 족 관 계 가족관계 만족도 설문(5점)

생활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설문(5점)

혼 인 상 태 기혼(1) / 미혼(이혼포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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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공공과 민간 근로자간 직무만족 영향요인의 차이를 개

인특성요인, 직무특성요인, 직무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이들 간의 선형관

계가 있음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인구사회

학적 요인을 주로 통제하였던 선행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

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시켜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영향력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

던 직무내용과 발전가능성 등의 직무내적인 요소와 생활만족도, 가족관

계 등의 개인환경 변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변수들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2> 기본모형 : 공공 / 민간 근로자 직무만족도 차이








 : 직무만족,  : 상수항,  : 조직유형(공공/민간)

 : 개인특성변수(3개), : 직무특성변수(5개)

 : 직무외적-직무환경변수(10개),  : 직무외적-개인환경변수(4개)

: 잔차

기본적인 모형은 상기의 모형과 같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진

행하면서 상기의 모형을 다양하게 응용할 예정이다. 유의미하지 않거나

분석에 무리가 있는 변수를 제거하여 모형을 개선시켜 나아갈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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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분석 및 가설의 검증 차원에서 종속변수를 공공 또는 민간

으로 한정하거나, 연도를 한정하여 분석하기도 하였고, 조직유형과의 상

호작용항을 모형에 추가하거나, 연도별 더미변수 등을 추가하여 분석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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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량 및 추세 분석

공공과 민간 근로자의 표본의 특성이 얼마나 동질적으로 구성되어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수와 조직유형을 기준으로 기초통계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초 통계분석은 한국노동패널의 9차(2006년)에서 17차(2014

년)의 데이터 중에서 제3장에서 정의한 변수들의 대하여 성실히 답변한

자료를 추출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30인 이상의

조직에 근무하는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세전소득이 1,200만원 이

상에서 1억 2천만원 이하이며, 공공 또는 민간조직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로 총 26,041개, 공공조직 평균 499명/년, 민간조직은

2,394명/년의 표본이 확보되었다.

1. 개인특성변수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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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개인특성변수 기초통계량 분석

조사차수 구분 표본(명) 남성비율 연령(세) 대졸비율

9
(‘06)

공공 420 67% 40.35 76%

민간 2,035 71% 38.44 47%

10
(‘07)

공공 446 65% 40.37 80%

민간 2,122 72% 38.76 47%

11
(‘08)

공공 439 66% 40.31 82%

민간 2,076 69% 39.35 49%

12
(‘09)

공공 530 65% 40.79 81%

민간 2,352 71% 39.63 49%

13
(‘10)

공공 504 64% 40.75 82%

민간 2,410 69% 40.40 50%

14
(‘11)

공공 532 63% 40.94 82%

민간 2,517 67% 40.73 51%

15
(‘12)

공공 534 64% 42.15 81%

민간 2,619 67% 41.43 52%

16
(‘13)

공공 555 62% 42.07 81%

민간 2,739 67% 42.05 52%

17
(‘14)

공공 534 60% 42.85 81%

민간 2,677 66% 42.96 52%

누적
공공 4,494 64% 41.24 81%

민간 21,547 69% 40.56 50%

개인특성변수는 평균적으로 공공 근로자가 민간 근로자에 비해, 여성

의 비율과 연령이 높으며, 기혼의 비율이 높다. 특히, 학력의 경우 공공

근로자의 대졸비율이 민간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개인특성변수 중 근로자의 성비에 대한 추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추세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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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세로 막대가 존재한다. 이는 표본 분산, 모평균과의 차이 등의 범위

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신뢰도 범위나 표준오차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 <그림 4-2>, <그림 4-8>, <그림 4-9> 세로 막대

는 표준오차 범위이며, 그 외 추세 그래프의 세로 막대는 신뢰도 범위이

다.

<그림 4-1> 조직 유형별 남성 근로자 비율 변화 추세

근로자 성별의 경우 조사 기간 계속 공공보다 민간조직의 남성근로자

비율이 높다. 즉, 공공조직이 여성근로자 비율이 꾸준히 높은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 모두 남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

세하게 줄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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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조직 유형별 평균연령 변화 추세

평균연령의 경우 모든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동일

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조사하는 패널 데이터의 기초적인 특성에 기인

하는 점도 있다. 하지만, 평균수명 연장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60세 이상

의 늦은 나이에도 직업 및 수입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고, 이로 인해 사

회 전반적으로 개인이 일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시점이 늦추어지고 있다

는 점에도 기인한다.

다만, 1차에서 5차까지 노동패널 조사초기의 데이터를 사용했던 변한

섭(2003)의 연구에서는 5개년 평균 민간 33세, 공공 40세로 7년 정도 차

이를 보였던 것이, 7차와 10차 데이터를 사용한 김병조(2010)의 연구에

서는 7차에서 4세 차이, 10차에서 3세 차이로 줄어들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9차 이후의 데이터에서도 연령에 대한 차이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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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조직 유형별 교육수준 변화 추세

<그림 4-3>에서 보듯이,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근로자 비율은

공공조직이 꾸준히 높다. 이는 노동패널 초기 데이터를 이용한 선행연구

의 결과와 같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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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특성변수

<표 4-2> 직무특성변수 기초통계량 분석

조사차수 구분 직무내용
(점)

교육적합
(점)

기술적합
(점)

발전가능
(점)

초과시간
1*(h)

초과시간
2*(h)

9
(‘06)

공공 3.71 4.77 4.79 3.46 3.68 9.79

민간 3.38 4.64 4.67 3.10 2.99 9.61

10
(‘07)

공공 3.74 4.74 4.74 3.46 3.38 9.59

민간 3.39 4.59 4.62 3.12 3.26 10.52

11
(‘08)

공공 3.72 4.70 4.75 3.56 5.06 12.35

민간 3.36 4.63 4.64 3.16 3.77 11.85

12
(‘09)

공공 3.70 4.78 4.81 3.55 5.06 12.65

민간 3.40 4.63 4.65 3.23 3.31 11.62

13
(‘10)

공공 3.65 4.77 4.80 3.50 5.47 14.74

민간 3.42 4.68 4.71 3.22 3.72 12.48

14
(‘11)

공공 3.74 4.80 4.78 3.56 4.37 12.99

민간 3.43 4.69 4.71 3.24 3.75 12.63

15
(‘12)

공공 3.76 4.80 4.82 3.65 4.91 13.52

민간 3.44 4.72 4.72 3.22 3.91 13.41

16
(‘13)

공공 3.72 4.83 4.83 3.54 4.61 13.32

민간 3.44 4.72 4.74 3.24 3.79 13.32

17
(‘14)

공공 3.72 4.80 4.80 3.54 6.25 14.96

민간 3.45 4.74 4.74 3.22 4.40 14.23

누적
평균

공공 3.72 4.78 4.79 3.54 4.80 12.82

민간 3.41 4.68 4.69 3.20 3.68 12.30

* 초과시간1은 전체평균, 초과시간2는 초과근로가 존재하지 않는 직무 제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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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조직 유형별 직무내용 만족도 변화 추세

<그림 4-5> 조직 유형별 발전가능성 만족도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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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조직 유형별 기술적합도 변화 추세

<그림 4-7> 조직 유형별 교육적합도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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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만족과 발전가능성 만족은 공공부문이 꾸준히 높고, 이는 노

동패널 초기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 결과(변한섭, 2003; 정광호, 김태일;

2003; 한경희, 2008; 김병조, 2010)와 일치하는 추세이다.

교육과 기술적합도는 공공부문이 꾸준히 높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4-8> 조직 유형별 주당 초과 근로시간1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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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조직 유형별 주당 초과 근로시간2 변화 추세

초과 근로시간의 경우에 전체평균인 <그림 4-8>를 보면 공공조직 근

로자의 초과시간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대근무 유형 등 초과근로시

간이 존재하지 않는 직무유형을 제외하면 <그림 4-9>처럼 공공과 민간

의 초과시간에는 뚜렷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민간 조직에서

초과근로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직무가 더욱 많음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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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외적변수

<표 4-3> 직무외적변수 기초통계량 분석(1)

조사차수 구분
세전
소득
(만원)

성과급
시행률

근무
시간
(점)

조직
규모
(1,000명
이상비율)

노조
비율

정규직
비율

취업
안정성
(점)

9
(‘06)

공공 3,481 41% 3.35 54% 57% 89% 3.87

민간 2,467 22% 3.88 16% 22% 80% 3.27

10
(‘07)

공공 3,615 42% 3.31 41% 50% 89% 3.91

민간 2,559 22% 3.84 17% 20% 81% 3.32

11
(‘08)

공공 3,693 41% 3.30 41% 53% 92% 3.85

민간 2,719 22% 3.83 17% 19% 81% 3.32

12
(‘09)

공공 3,752 42% 3.29 46% 53% 90% 3.83

민간 2,748 21% 3.77 19% 20% 78% 3.33

13
(‘10)

공공 3,688 38% 3.40 36% 48% 87% 3.76

민간 2,848 20% 3.77 18% 19% 77% 3.36

14
(‘11)

공공 3,787 39% 3.30 39% 51% 88% 3.86

민간 2,969 20% 3.77 18% 18% 76% 3.36

15
(‘12)

공공 3,927 35% 3.30 48% 47% 87% 3.86

민간 3,063 20% 3.75 18% 20% 75% 3.41

16
(‘13)

공공 3,918 39% 3.33 40% 55% 85% 3.80

민간 3,128 21% 3.73 17% 19% 75% 3.40

17
(‘14)

공공 4,004 41% 3.36 34% 55% 84% 3.79

민간 3,196 21% 3.73 16% 18% 73% 3.39

누적
평균

공공 3,776 40% 3.33 42% 52% 88% 3.83

민간 2,879 21% 3.78 17% 19% 77%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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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직무외적변수 기초통계량 분석(2)

조사
차수

구분
인간
관계
(점)

인사
공정성
(점)

복지
후생
(점)

가족
동거
비율

가족
관계
(점)

생활
만족도
(점)

기혼
비율

9
(‘06)

공공 3.34 3.66 3.65 97% 3.12 3.38 81%

민간 3.69 3.98 4.16 98% 3.30 3.64 70%

10
(‘07)

공공 3.35 3.68 3.59 98% 3.13 3.34 81%

민간 3.67 3.98 4.14 98% 3.30 3.62 69%

11
(‘08)

공공 3.30 3.62 3.52 99% 3.16 3.33 83%

민간 3.62 3.94 4.10 98% 3.27 3.57 70%

12
(‘09)

공공 3.29 3.63 3.55 98% 3.12 3.26 82%

민간 3.58 3.87 4.06 99% 3.31 3.53 70%

13
(‘10)

공공 3.38 3.64 3.61 99% 3.24 3.33 82%

민간 3.62 3.88 4.09 99% 3.34 3.54 71%

14
(‘11)

공공 3.35 3.57 3.58 99% 3.18 3.29 81%

민간 3.59 3.91 4.10 99% 3.33 3.52 71%

15
(‘12)

공공 3.27 3.53 3.48 99% 3.18 3.28 85%

민간 3.60 3.89 4.10 99% 3.31 3.51 71%

16
(‘13)

공공 3.32 3.58 3.55 99% 3.15 3.29 84%

민간 3.60 3.89 4.10 99% 3.31 3.52 71%

17
(‘14)

공공 3.41 3.63 3.62 99% 3.20 3.31 84%

민간 3.61 3.89 4.12 99% 3.30 3.52 73%

누적
평균

공공 3.34 3.61 3.57 99% 3.17 3.31 83%

민간 3.62 3.91 4.11 99% 3.31 3.5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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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조직 유형별 세전연간소득 변화 추세

<그림 4-10> 세전연간소득은 꾸준히 공공근로자가 높다. 또한 민간과

공공 모두 지속 상승 추세에 있다. 패널 데이터 특성상 동일인의 반복측

정에 따른 연공의 상승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의

상승률이 더 커서 소득 차이를 좁히는 추세이다.

다만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민간보다 공공조직의 소득이 높게 나온

것은 아직 아무런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원 자료이고, 표본의 크기를 확

보하기 위해, 일부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연령, 교육수준 등을 통제하고,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과 민간임금의 보수 추세는 아래 <표

4-5>와 같이 민간보다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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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민간임금

접근율(%)
88.4 93.1 94.8 95.5 95.9 93.1 91.8 89.7 89.0 89.2 84.4 85.2 83.7 84.5 84.3 83.4

공무원처우

개선율(%)
9.7 7.9 7.8 6.5 3.9 1.3 2 2.5 2.5 0 0 5.1 3.5 2.8 1.7 3.8

* 출처 :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

’04년까지 시행된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으로 96%까지 임금이 접근

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83.4%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대상에 포

함하였고, 100인이 아닌 30인 이상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직종을 통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상이하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전연간소득 변수는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세전

연간소득과 직무만족 간의 산점도 <그림 4-11>를 살펴보면, 공공조직에

서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직무만족의 증가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민

간조직의 경우, 소득의 증가에 따른 직무만족의 증가가 공공보다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1> 세전연간소득-직무만족도간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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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조직 유형별 근무시간 만족 변화 추세

<그림 4-12>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은 꾸준히 공공근로자가 높다. 직

무특성변수 추세분석에서 공공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민간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점에 착안하여

근로시간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초과근로시간 등을 독립변수로 하

여 회귀분석 하여보았다.7) 그 결과, 근로시간 만족에 가장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초과근로시간이 아니라 직무내용과 발전가능성 변수

였다. 변수 간의 영향력을 표준화하여 비교하는 Standardized Estimate

값은 직무내용이 0.2747, 발전가능성이 0.2947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

고, 다음으로 초과근로시간이 –0.09969, 조직유형은 –0.08659로 조직유

형 역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공공과 민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초과근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만족

이 높은 이유를 초과근로가 많은 직무가 직무내용이나 발전가능성 측면

7) 회귀분석 결과, 초과근로시간이 근무시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제변수는 조직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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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공

근로자가 초과근로시간이 많음에도 직무내용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

으로 인해 초과근로를 감수하고도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이 높음을 유추

할 수 있다.

<그림 4-13> 조직 유형별 조직규모(1000명 이상) 변화 추세

연구과정에서 조직규모 변수에 대한 특이사항을 발견했다. 공공조직의

구성 표본인 공무원 집단에서 조직규모에 대한 노동패널 데이터에 답변

을 하지 않은 것이다. 9차에 걸친 표본 총 3,008개 중, 조직규모에 대한

답변이 존재하는 데이터는 단 3개에 불과했다. 따라서 기초통계 데이터

와 <그림 4-13> 공무원 집단을 제외한 공공기관(표본 1,486개)과 민간

조직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1,000명 이상의 조직의 종사비율은 공공

조직 근로자가 꾸준히 많았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무원 표본을 제외한 상태로 추후의 분석

을 진행하기 곤란하므로, 조직규모 변수는 다음의 분석부터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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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조직 유형별 노조 존재 비율 변화 추세

<그림 4-15> 조직 유형별 정규직 비율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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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와 같이 노조가 존재하는 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림 4-15>의 정규직 종사 근로자 비율은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높았다.

이는 일반적인 인식과 동일한 것이었다. 다만, 정규직 비율이 공공과 민

간 부문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 비율의 감소는 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용절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도 신자유주

의와 관련된 정책들이 도입되고 기업들이 고용유연화를 추진해온 결과로

비정규직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다(노중기, 2008). 비용절감은 비정규직

의 임금과 고용조정비용이 정규직에 비해 낮아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활

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증가를 노조의 역할과 관련해서

분석하기도 하는데, 김유선(2003)은 지난 20년간 비정규직 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을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지적하였다. 즉, 노조가 존재한다면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4-16> 조직 유형별 취업안정성 만족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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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조직 유형별 인간관계 만족 변화 추세

<그림 4-18> 조직 유형별 인사공정성 만족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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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조직 유형별 복지후생 만족 변화 추세

취업안정성, 인간관계, 복지후생 만족은 공공부문의 안정성 만족이 높

다는 노동패널 초기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 결과(변한섭, 2003; 정광호,

김태일; 2003; 한경희, 2008; 김병조, 2010)와 일치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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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조직 유형별 가족동거 비율 변화 추세

<그림 4-21> 조직 유형별 가족관계 만족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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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조직 유형별 전반적 생활 만족 변화 추세

<그림 4-23> 조직 유형별 기혼비율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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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거비율은 공공과 민간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에 가족관계 만족 및 전반적 생활 만족, 기혼비율은 공공부문이 지속적

으로 높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4. 종속변수

<그림 4-23> 조직 유형별 종합 직무만족 변화 추세

전반적 직무만족도는 공공부문이 높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직무만족과 관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과

추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변수가 추세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

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인지 검증하기 위하

여 다음에서 조직유형별 주요 변수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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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차이분석

차이분석에서 연속형 변수는 t검정, 이산형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1. 개인특성변수

<표 4-6> 개인특성변수 차이분석

구분 남성비율 연령(세) 대졸비율 기혼비율

공공 64% 41.24 81% 83%

민간 69% 40.56 50% 71%

차이(공공-민간) -5% 0.68 30% 12%

-검정(P-value) <.0001 <.0001 <.0001

t-검정(P-value) <.0001

남녀의 근로자 구성비율, 연령, 대졸이상 교육수준 비율, 기혼 비율 모

두 유효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직무특성변수

<표 4-7> 직무특성변수 차이분석

구분 직무내용
(점)

교육적합
(점)

기술적합
(점)

발전가능
(점)

초과시간
1*(h)

초과시간
2*(h)

공공 3.72 4.78 4.79 3.54 4.80 12.82

민간 3.41 4.68 4.69 3.20 3.68 12.30

차이(공공-민간) 0.31 0.10 0.10 0.34 1.11 0.52

t-검정(P-value) <.0001 <.0001 <.0001 <.0001 <.0001 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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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 변수는 초과시간2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과시간2 변수는 애초에 초과근로가 존재하지 않는 직무를 제외

한 상태에서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초과시간1은 애초에

초과근로가 존재하지 않는 직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영향요인 변수

로 바람직하지 않고, 초과근로2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변수이므로 차

후의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3. 직무외적변수

<표 4-8> 직무외적변수 차이분석(1)

구분
세전소득
(만원)

성과급제
시행률

근무시간
(점)

노조
비율

정규직
비율

취업
안정성
(점)

공공 3,776 40% 3.33 52% 88% 3.83

민간 2,879 21% 3.78 19% 77% 3.36

차이(공공-민간) 897 0.31 19% -4% 33% 0.48

-검정(P-value) <.0001 <.0001

t-검정(P-value) <.0001 <.0001 <.0001 <.0001

<표 4-9> 직무외적변수 차이분석(2)

구분
인간
관계
(점)

인사
공정성
(점)

복지
후생
(점)

가족
동거
비율

가족
관계
(점)

생활
만족도
(점)

공공 3.66 3.38 3.43 99% 3.83 3.69

민간 3.38 3.09 2.89 99% 3.69 3.45

차이(공공-민간) 0.28 0.29 0.54 0% 0.14 0.24

-검정(P-value) 0.2614

t-검정(P-value) <.0001 <.0001 <.0001 0.2850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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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규모 변수는 추세분석에서 발견한 무응답 문제로 인하여, 제외하

였다. 가족동거 변수는 빈도분석 및 비율평균을 이용한 t-검정 모두에서

공공과 민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후의 분석부터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직무외적변수에서는 공공과 민간간의 차이

가 나타나고 있다.

4.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직무만족 변수는 누적값 및 9차부터 17차까지 모든 차수

에서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4-10> 종속변수 차이분석

구분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총

공공 3.80 3.80 3.76 3.79 3.75 3.78 3.81 3.77 3.76 3.78

민간 3.40 3.38 3.37 3.43 3.44 3.45 3.46 3.45 3.44 3.43

차이
(공공-민간) 0.40 0.42 0.389 0.36 0.31 0.33 0.35 0.32 0.32 0.35

t-검정
(P-value)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 다중공선성 검증

선형 회귀모형의 분석을 위해서 설명변수 간에는 선형의 관계가 없어

야 한다. 변수 간 강한 선형의 관계를 가질 때에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관관계 분석은 이러한 변수간의 관계를 살

펴보는 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속형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표 4-11>과 같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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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주요 연속형 변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연령
(로그)

직무
내용

교육
적합

기술
적합

발전
가능

임금
(로그)

성과급
근무
시간

취업
안정

인간
관계

인사
공정

복지
후생

가족
관계

생활
만족

연령
(로그)

1 -0.0877 -0.0019 -0.0004 -0.0987 0.0921 -0.0640 -0.0617 -0.0729 -0.0678 -0.0470 -0.0662 -0.0673 -0.0751

<.0001 0.7637 0.95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직무내용
-0.0877 1 0.1950 0.1909 0.5755 0.2466 0.1313 0.5104 0.5458 0.5474 0.4315 0.3994 0.2650 0.373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교육적합
-0.0019 0.1950 1 0.8562 0.2070 0.1437 0.0554 0.1366 0.1540 0.1325 0.1369 0.1220 0.0598 0.1132

0.7637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기술적합
-0.0004 0.1909 0.8562 1 0.2059 0.1433 0.0530 0.1343 0.1478 0.1292 0.1383 0.1190 0.0565 0.1082

0.95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발전가능
-0.0987 0.5755 0.2070 0.2059 1 0.2733 0.1500 0.5213 0.4834 0.6339 0.5413 0.4826 0.2284 0.371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임금
(로그)

0.0921 0.2466 0.1437 0.1433 0.2733 1 0.3676 0.1917 0.3018 0.2271 0.2834 0.3358 0.2031 0.2874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성과급
-0.0640 0.1313 0.0554 0.0530 0.1500 0.3676 1 0.1207 0.1696 0.1211 0.1257 0.1878 0.1062 0.1399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근무시간
-0.0617 0.5104 0.1366 0.1343 0.5213 0.1917 0.1207 1 0.4319 0.4734 0.4168 0.4385 0.2139 0.3356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취업안정
-0.0729 0.5458 0.1540 0.1478 0.4834 0.3018 0.1696 0.4319 1 0.4572 0.4343 0.4491 0.2502 0.3478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인간관계
-0.0678 0.5474 0.1325 0.1292 0.6339 0.2271 0.1211 0.4734 0.4572 1 0.4942 0.4348 0.2821 0.3665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인사공정
-0.0470 0.4315 0.1369 0.1383 0.5413 0.2834 0.1257 0.4168 0.4343 0.4942 1 0.6378 0.1939 0.33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복지후생
-0.0662 0.3994 0.1220 0.1190 0.4826 0.3358 0.1878 0.4385 0.4491 0.4348 0.6378 1 0.1880 0.3389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가족관계
-0.0673 0.2650 0.0598 0.0565 0.2284 0.2031 0.1062 0.2139 0.2502 0.2821 0.1939 0.1880 1 0.5455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생활만족
-0.0751 0.3730 0.1132 0.1082 0.3710 0.2874 0.1399 0.3356 0.3478 0.3665 0.3301 0.3389 0.5455 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본 연구의 연속형 변수 중, 교육수준적합도와 기술수준적합도 간에 강

한 상관관계(0.8562)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연스

레 기술수준도 높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

생하면 추정된 회귀계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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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활용하고 있다. 공차한계는 VIF는 역

수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VIF를 확인하였다. VIF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의 존재로 인하여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나

타낸다. 일반적으로 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

VIF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12> 변수 조정 전 후, VIF 측정결과 값

변수명 VIF(전) VIF(후)

독립변수 조직유형 1.22068 1.22064

통
제
변
수

개
인
특
성

성별 1.18468 1.1843

연령 1.51161 1.51157

교육수준 1.48664 1.48556

직
무
특
성

직무내용 1.95498 1.95422

교육적합도 3.77068 1.07621

기술적합도 3.76807 -

발전가능성 2.24793 2.24548

직
무
외
적

임금 1.79891 1.7973

성과급 1.21686 1.21685

근무시간 1.65026 1.65024

노조 1.27244 1.2723

고용형태 1.27306 1.27257

취업안정성 1.77237 1.77228

인간관계 1.97278 1.97246

인사공정성 2.00565 2.00535

복지후생 2.00714 2.00697

가족관계 1.48928 1.48924

생활만족도 1.69089 1.69089

혼인상태 1.283 1.28297

평균 VIF 1.8288955 1.5846

변수 조정 전, VIF의 측정결과 교육수준적합도 3.76732와 기술수준적

합도 3.76327이었다. 두 변수 모두 VIF가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지 않으나, 평균 VIF가 1.8수준인 점과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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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둘 중 하나의 변수만을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술수준적합도 변수를 제거한 결과 VIF

값이 상당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후의 분

석에서부터 기술수준적합도 변수를 제거한 후 진행하였다.

제 4 절 요인 구조 분석

가설1: 직무만족 영향요인 구조는 조직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1의 검증을 위해 먼저, 공공과 민간조직 근로자를 나누고 직

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구조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표준화하여 비교하여 공공

과 민간 각각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4-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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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직무만족 영향요인 구조 비교분석

공공조직 근로자 민간조직 근로자

변수명 값 P값 S.E* 변수명 값 P값 S.E*

(상수항) 0.4559 0.0005 0 (상수항) -0.1075 0.0879 0

직무내용 0.2397 <.0001 0.3017 직무내용 0.2224 <.0001 0.2705

생활만족도 0.1248 <.0001 0.1318 발전가능성 0.1051 <.0001 0.1337

발전가능성 0.0920 <.0001 0.1275 인간관계 0.1107 <.0001 0.1288

인간관계 0.0720 <.0001 0.0900 생활만족도 0.1098 <.0001 0.1177

인사공정성 0.0651 <.0001 0.0893취업안정성 0.0769 <.0001 0.0987

복지후생 0.0525 <.0001 0.0764 복지후생 0.0510 <.0001 0.0754

혼인상태 -0.0698 <.0001 -0.0550 임금(로그) 0.0668 <.0001 0.0619

성별 -0.0546 <.0001 -0.0544교육적합도 0.0395 <.0001 0.0588

가족관계 0.0518 <.0001 0.0529인사공정성 0.0508 <.0001 0.0581

노조 0.0467 <.0001 0.0485 성별 -0.0608 <.0001 -0.0536

취업안정성 0.0316 0.0015 0.0430 근무시간 0.0312 <.0001 0.0453

연령(로그) 0.0846 0.0048 0.0403 가족관계 0.0317 <.0001 0.0346

성과급 0.0338 0.0027 0.0344 연령(로그) 0.0587 <.0001 0.0285

근무시간 0.0180 0.0757 0.0248 성과급 0.0320 <.0001 0.0248

교육적합도 0.0168 0.2483 0.0232 혼인상태 -0.0255 <.0001 -0.0220

임금(로그) 0.0226 0.1863 0.0209 고용형태 -0.0226 0.0004 -0.0181

교육수준 -0.0075 0.6227 -0.0062 노조 0.0213 0.0015 0.0160

고용형태 -0.0007 0.9711 -0.0005 교육수준 -0.0037 0.5262 -0.0035

(참조) R2=0.4834, Adj R2=0.4812 (참조) R2=0.5473, Adj R2=0.5469

※ S.E. : Standardized Estimate(표준화 점수)

※ 정렬순서 : S.E 절댓값 높은 순

※ 음영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변수

※ Bold는 조직유형별 S.E.값 차이가 ±0.03 이상인 변수

<표 4-13>에서 S.E.는 직무만족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표준화하

여 비교한 값이다. S.E. 값을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 근로자 모두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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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큰 변수는 직무내용이었다. 특히 공공에서 유의수준 5%에서 임

금과 근무시간, 교육적합도 등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못 미치고

있을 정도로 직무내용이 가지는 상대적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며, 민간과의 S.E. 차이 값도 커서 공공 근로자는 직무내용을 더욱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내용 이외의 공공 근로자에게 중시되는 변수를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성별이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성과급제가 시행될수록, 노조

가 존재할수록, 인사공정성과 복지후생, 가족관계와 생활에 만족할수록,

기혼일수록 민간에 비해 더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직무외적요인의 개인환경변수인 가족관계, 생활만족도, 혼인상태 변수

를 공공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민간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변수는 교육적합도, 임금,

근무시간, 고용형태, 취업안정성, 인간관계 등 이다. 임금, 교육적합도, 근

무시간, 고용형태 변수가 공공 근로자의 직무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는데,

이는 단순히 교육수준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

준과 직무의 수준이 적합성의 정도, 즉 교육수준적합도가 더 중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S.E 절댓값의 차이를 비교하면 조직유형별 상대적인 영

향력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 민간 대비 공공 근로자에 높은 S.E.값을

가지는 변수는 차이의 크기 순서대로 혼인상태(+0.03298), 노조(+0.03244),

직무내용(+0.03124), 인사공정성(+0.03117) 등이며, 이 변수들이 직무만족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민간 근로자보다 단연 높다.

반면, 공공대비 민간 근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는 취업안정성

(-0.05574), 임금(-0.04098), 인간관계(-0.03879). 교육적합도(-0.03556) 등

이었다. 공공 근로자에게 큰 의미를 주지 않는 취업안정성과, 아예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임금과 교육적합도 변수가 민



- 82 -

간 근로자에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나타

났다. 또한 인간관계 변수는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영향력이 크다.

논의를 종합하면, 개인특성변수는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공공과 민간 근로자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영

향력은 직무특성변수에서 크고, 조직유형별 차이는 직무특성변수와 직무

외적변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특성변수와 관련된 요인

에 초점을 맞췄던 다수의 선행연구에 한계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다음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조직유형에 따른 차이와 요인별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별 모

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제 5 절 회귀분석 : 가설(1) 검증

1. 분석결과

제4절에서 비교한 요인 구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은 개인특성

변수만 통제하였을 때, 직무특성변수를 추가로 통제하였을 때, 그리고 전

체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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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통제변수 모형별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값 P값 값 P값 값 P값

(상수항) 3.54706 <.0001 1.12886 <.0001 0.62129 <.0001

독립변수 조직유형 -0.28845 <.0001 -0.14019 <.0001 -0.06254 <.0001

통
제
변
수

개
인
특
성

성별 -0.06009 <.0001 -0.03169 <.0001 -0.05606 <.0001

연령 0.03132 0.0249 0.06557 <.0001 0.00128 <.0001

교육수준 0.19134 <.0001 0.04835 <.0001 -0.00369 0.4916

직
무
특
성

직무내용 0.34234 <.0001 0.22571 <.0001

교육적합도 0.05341 <.0001 0.04723 <.0001

발전가능성 0.24321 <.0001 0.10248 <.0001

직
무
외
적

임금 0.00002 <.0001

성과급 0.03122 <.0001

근무시간 0.02958 <.0001

노조 0.02778 <.0001

고용형태 -0.01872 0.002

취업안정성 0.06941 <.0001

인간관계 0.10378 <.0001

인사공정성 0.05271 <.0001

복지후생 0.05135 <.0001

가족관계 0.03423 <.0001

생활만족도 0.11382 <.0001

혼인상태 -0.02899 <.0001

참조값
P=<.0001
R2 = 0.0909

Adj R2 = 0.0908

P=<.0001
R2 = 0.4938

Adj R2 =0.4937

P=<.0001
R2 = 0.5646

Adj R2 = 0.5643

<표 4-14>에서는 세 모형 모두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조직유형 변수

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특성변수 통제 모형의 설명력은 0.0909로 낮은 편이다.

더욱이 이러한 설명력마저 대부분이 조직유형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났

다. 조직유형 변수까지 제외한 개인특성변수 모형의 직무만족 설명력은

0.0526으로 매우 낮다. 또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는 유의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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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수가 되는 교육수준 변수가 조직유형 다음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수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의 설명력 부족과, 변수의 구성의 문제점

때문에 개인특성변수 만으로 직무만족을 설명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고 판단된다.

직무특성변수까지 통제한 모형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0.4938로 눈

에 띄게 높아졌다. 또한 제4절의 영향요인 구조 비교분석의 결과와 유사

하게 직무내용(S.E. 0.41223)과 발전가능성(S.E. 0.30945)이 직무만족을 결

정짓는 핵심요소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조직유형(S.E. -0.09895)이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전체 변수를 통제한 모형에서는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

수준 1%에서 유의하며, 설명력이 0.5646으로 높아졌다. 이렇듯 세 모형

은 각각 0.0909, 0.4939. 0.564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설명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직무만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수 집합은 직무특성변수

에 속한 요인들이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차이라는 점에 집중하면, 직

무특성변수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중요하며, 개인특성변수는 공공과

민간 근로자 모두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 결국 공공과 민간 근로자의

직무만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 집합은 직무외적변수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특성요인이나 직무특성요인에 집중하였던 기존의 선

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2. 가설(1) 검증

제4절의 <표 4-13>에서 보듯이 조직유형별 직무만족 요인구조는 차

이를 보이고 있다. <표 4-14>에서는 통제변수별 모형이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라는 조직유형 변수

역시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있음을 통계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과 제4절의 결과를 통하여 “가설(1) : 직무만족 영향요인

구조는 조직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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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회귀분석 : 가설(2) 검증

두 번째 가설, “직무만족 영향요인의 영향력은 조직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직유형과 각 통제변수 간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상호작용항의 베타가 유의한 값을 가

지면 해당 변수는 조직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 차이를 보

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분석결과

<표 4-15>은 조직유형 변수와의 상호작용항까지 모형에 포함한 회

귀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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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상호작용항 포함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단독항 상호작용항

값 P값 값 P값

(상수항) 0.46925 0.0004

독립변수 조직유형 -0.57199 0.0001

통
제
변
수

개
인
특
성

성별 -0.05496 <.0001 -0.00605 0.6491

연령 0.08376 0.0060 -0.02509 0.4424

교육수준 -0.00788 0.6119 0.00391 0.8134

직
무
특
성

직무내용 0.23970 <.0001 -0.01711 0.1900

교육적합도 0.03026 0.0002 0.01841 0.0351**

발전가능성 0.09218 <.0001 0.01325 0.3192

직
무
외
적

임금 0.02340 0.1788 0.04378 0.0193**

성과급 0.03380 0.0032 -0.00187 0.8871

근무시간 0.01797 0.0815 0.01328 0.2288

노조 0.04646 <.0001 -0.02523 0.0504*

고용형태 0.00016 0.9936 -0.02263 0.2794

취업안정성 0.03161 0.0017 0.04524 <.0001***

인간관계 0.07226 <.0001 0.03828 0.0063***

인사공정성 0.06543 <.0001 -0.01452 0.2519

복지후생 0.05217 <.0001 -0.00123 0.9130

가족관계 0.05108 <.0001 -0.01940 0.1639

생활만족도 0.12472 <.0001 -0.01493 0.2920

혼인상태 -0.06943 <.0001 0.04396 0.0084***

참조값 P=<.0001, R2 = 0.5646

※ *, **, *** :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

직무만족 영향요인 중, 상호작용항의 베타계수가 유의한 결과를 가지

는 변수는 교육적합도, 임금, 노조, 취업안정성, 인간관계, 혼인상태이다.

이들 변수는 각각의 유의수준에서 조직유형별로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교육수준적합도와 임금, 취업안정성, 인간관계 변수는 단독항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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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의 상호작용항 모두 베타계수가 양의 값으로 조직유형을 고려하기

전에도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유형을 고려하면 특히

민간근로자에게 더욱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노조 변수의 경우 단독항의 직무만족에 양(+)의 영향력을 미치나, 상

호작용항의 경우 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노조가 존재하

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민간근로자에게는 그 의미

가 다소 유의미하게 감소(부분 상쇄)되어 나타남을 나타내고 있다.

혼인상태 변수는 단독항의 베타계수가 음(-), 상호작용항이 양(+)이다.

이는 기혼일수록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나, 민간의 경

우 그 의미가 다소 유의미하게 감소(부분 상쇄)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2. 가설(2) 검증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교육수준적합도와 임금, 취업안정성, 인간관계는

공공보다 민간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더욱 크고 유의미한 영향력이 존재하

고, 노조와 혼인상태 변수는 민간보다 공공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더욱

크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2) : 직무

만족 영향요인의 영향력은 조직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채택된

다.

제 7 절 회귀분석 : 가설(3) 검증

세 번째 가설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무만족 영향요인 구조가 변동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9차(2006년도)와 17차(2014년도)

각각의 직무만족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와 9차부터 17차까지의 연도를 더

미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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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결과

<표 4-16> 9차와 17차 직무만족 모형 회귀분석 결과

9차 17차

변수명 값 P값 S.E* 변수명 값 P값 S.E*

(상수항) 0.35730 <.0001 (상수항) 0.63409 <.0001

직무내용 0.26555 <.0001 0.30433 직무내용 0.21752 <.0001 0.26706

발전가능성 0.13437 <.0001 0.16528 발전가능성 0.12638 <.0001 0.15967

인간관계 0.11603 <.0001 0.12747 생활만족도 0.1145 <.0001 0.12208

생활만족도 0.09746 <.0001 0.09802 취업안정성 0.07473 <.0001 0.09814

취업안정성 0.07553 <.0001 0.09562 복지후생 0.06047 <.0001 0.09219

근무시간 0.05317 <.0001 0.07240 인사공정성 0.07513 <.0001 0.08864

인사공정성 0.06245 0.0001 0.06706 인간관계 0.0637 <.0001 0.07586

임금(로그) 0.00003 0.0004 0.05992 교육적합도 0.03904 <.0001 0.05360

성별 -0.07368 <.0001 -0.05783 임금(로그) 0.05214 0.0009 0.05227

교육적합도 0.03861 <.0001 0.05430 가족관계 0.04212 0.0021 0.04471

복지후생 0.03381 0.0109 0.04481 성별 -0.04708 0.0008 -0.04298

노조 0.05135 0.0047 0.03973 조직유형 -0.05588 0.0012 -0.04153

가족관계 0.03471 0.0161 0.03608 혼인상태 -0.04671 0.0036 -0.03742

조직유형 -0.03322 0.1212 -0.02157 노조 0.0387 0.0146 0.03231

연령(로그) 0.00088 0.3402 0.01475 연령(로그) 0.06446 0.0644 0.02699

혼인상태 -0.01586 0.3928 -0.01230 근무시간 0.01808 0.0714 0.02566

성과급 -0.01340 0.4601 -0.01008 고용형태 -0.02255 0.2206 -0.01665

교육수준 -0.00242 0.8894 -0.00209 교육수준 0.01269 0.4354 0.01128

고용형태 0.00159 0.9369 0.00106 성과급 0.00914 0.5896 0.00690

N=2455, P=<.0001, R2=0.6274 N=3211, P=<.0001, R2=0.5687

※ S.E. : Standardized Estimate(표준화 점수)

※ 정렬순서 : S.E 절댓값 높은 순

※ 음영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변수

※ Bold는 차수별 S.E.값 차이가 ±0.02 이상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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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에서 S.E.는 9차와 17차 각각 모형에서 직무만족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표준화하여 비교한 것이다. S.E.의 절댓값을 통하여 영

향력을 기준으로 정렬하였을 때, 양 차수 모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직무

내용이었다. 그러나 9차에 비해 17차의 S.E. 값이 낮아졌는데, 이는 과거

에 비해, 최근에는 직무내용 이외의 변수들이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과거에 비하여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수들은 S.E. 절댓값 차이

크기 순서대로 복지후생(+0.04738). 혼인상태(+0.02512), 생활만족도

(+0.02406), 인사공정성(+0.02158), 조직유형(+0.02142), 고용형태

(+0.01559) 및 가족관계(+0.00863) 등이 있다. 즉, 과거에 비하여 복지

후생에 만족할수록, 미혼일수록, 생활에 만족할수록, 인사공정성에 만족

할수록, 공공조직일수록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더욱 직무만족이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9차에 가족관계와 혼인상태는 직무만

족에 1%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으나, 17

차에 이르러서는 상대적 영향력도 증가하였으며, 1% 유의수준에서도 유

의하다. 눈에 띄게 증가한 변수에 혼인상태, 가족관계, 생활만족도가 모

두 있는데,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직무외적요인의 개인환경변

수가 중요해지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수들은 역

시 S.E. 절댓값 차이 순으로 인간관계(–0.05161), 근무시간(–0.04541),

직무내용(–0.03727), 성별(–0.01630) 등이 있다. 즉, 과거에 비하여 이들

변수들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근무시간은

9차에는 유효하던 것이 17차에 이르러서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음에는 위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차수별 더미변수를 주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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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차수별 더미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값 P값 구분 변수명 값 P값

(상수항) -0.04006 0.5041 조직유형 -0.05878 <.0001

차수별

더미

변수

9차 0.05548 <.0001
개
인
특
성

성별 -0.06254 <.0001

연령 0.06265 <.0001

교육수준 -0.00344 0.5233
10차 0.02525 0.0079

직
무
특
성

직무내용 0.22479 <.0001

교육적합도 0.04686 <.0001
11차 -0.00280 0.7687

발전가능성 0.10322 <.0001

12차 0.02294 0.0122

직
무
외
적

임금 0.06666 <.0001

성과급 0.03085 <.0001

13차 0.02803 0.0020
근무시간 0.03022 <.0001

노조 0.02644 <.0001

14차 0.02371 0.0081
고용형태 -0.02396 <.0001

취업안정성 0.06911 <.0001

15차 0.02499 0.0048
인간관계 0.10366 <.0001

인사공정성 0.05271 <.0001

16차 0.00815 0.3521
복지후생 0.05125 <.0001

가족관계 0.03394 <.0001

17차 0.00000 .
생활만족도 0.11492 <.0001

혼인상태 -0.03290 <.0001

P=<.0001, R2=0.5654

※ 음영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변수

17차를 기준으로 연도별 직무만족 차이를 분석한 결과 11차와 16차를

제외하고는 연도별 직무만족도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2. 가설(3) 검증

이제까지 논의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가설(3) : 직무만족 영향요인 구

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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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오랜 기간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던 공공과 민간 조직이

가지는 차이에 관한 연구 중, 직무만족 영향요인의 차이를 파악하여, 각

각 조직의 목표와 전략, 관리 및 운영 정책에 있어 적합성과 효율성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그간 누적되어온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영향요인을 모형에

추가하여 실증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다수의 주요 직무만족 선행연구 검토하여, 직무만족 영

향요인을 새로운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뤘던 인구

사회학적요인을 개인특성요인으로 하고, 그 외에도 직무특성요인, 직무외

적요인을 추가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분류하였다.

특히, 기존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책정되지 않

았으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나타난, 직무내용, 발전

가능성, 인사공정성, 인간관계, 생활만족도 변수 등을 새롭게 제시하였으

며 그 영향력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직무외적요인은

직무환경과 개인환경요인으로 다시 구분하여 가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요인 구조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둘째, 기초통계 및 추세분석, 차이분석, 상관분석 등 다각도의 분석과

정을 통하여 비합리적인 요인을 정제하였고, 이를 통해 직무만족에 더욱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무내용, 발전가능성, 인사공정성, 인간관계,

생활만족도 등의 주요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성별, 연령,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던 개인특성요인이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실증하였다. 이와 같이 직

무만족에 관련하여 핵심적인 새로운 요인을 제시하고 새로운 분류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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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것은 앞으로 직무만족 연구의 방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직유형별 직무만족 영향요인 구조의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

다. 공공근로자는 민간에 비해 직무내용에 만족할수록, 노조가 존재할수

록 성과급제도가 존재할수록, 인사공정성과 가족관계 생활에 만족할수록,

미혼일수록 더욱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민간근로자는 상대

적으로 임금이 많을수록, 취업안정성에 만족할수록, 인간관계에 만족할수

록, 근무시간에 만족할수록 더욱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넷째, 조직유형별 직무만족 영향요인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

하였다. 조직유형별로 상이한 구조를 보이는 요인 중, 교육수준적합성과

임금 취업안정성, 노조,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실

증하였다. 공공근로자는 민간이 비해, 노조가 존재할수록 직무만족에 더

욱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기혼일수록 직무만족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반대로 민간근로자는 공공에 비해, 임금이 높을수록, 취업안정

성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적합할수록 직무만족에 더욱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무만족 영향요인의 구조가 변동함

을 확인하였다. 과거에 비해 혼인상태나 생활만족도 가족관계 등의 개인

환경요인이 중요시되는 점을 비롯하여, 복지후생이나 인사공정성이 더욱

중요시 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반대로 직무자체의 내용은 여전히 중요하

나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고, 인간관계, 근무시간, 성별 등

이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3개의 가설,

직무만족 요인의 구조차이, 영향력 차이, 시간에 따른 차이를 표로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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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연구결과의 요약

유 형 변 수

구조 차이
(가설1 관련)

영향력 차이
(가설2 관련)

시간 차이
(가설3 관련)

공공 민간 (조직유형과)
상호작용항

값 P값P
값

S.
E.
순
위

P
값

S.
E.
순
위

값 P값

독립변수 조직유형 (통합회귀) <.0001 - -0.05878 <.0001

통

제

변

수

개인

특성

변수

성 별 <.0001 8 <.0001 10 -0.00605 0.6491 -0.06254 <.0001

연 령 0.0048 12 <.0001 13 -0.02509 0.4424 0.06265 <.0001

교육수준 0.6227 17 0.5262 18 0.00391 0.8134 -0.00344 0.5233

직무

특성

변수

직무내용 <.0001 1 <.0001 1 -0.01711 0.1900 0.22479 <.0001

교육적합도 0.2483 15 <.0001 8 0.01841 0.0351 0.04686 <.0001

발전가능성 <.0001 3 <.0001 2 0.01325 0.3192 0.10322 <.0001

직

무

외

적

변

수

직

무

환

경

임 금 0.1863 16 <.0001 7 0.04378 0.0193 0.06666 <.0001

성 과 급 0.0027 13 <.0001 14 -0.00187 0.8871 0.03085 <.0001

근무시간 0.0757 14 <.0001 11 0.01328 0.2288 0.03022 <.0001

노 조 <.0001 10 0.0015 17 -0.02523 0.0504 0.02644 <.0001

고용형태 0.9711 18 0.0004 16 -0.02263 0.2794 -0.02396 <.0001

취업안정성 0.0015 11 <.0001 5 0.04524 <.0001 0.06911 <.0001

인간관계 <.0001 4 <.0001 3 0.03828 0.0063 0.10366 <.0001

인사공정성 <.0001 5 <.0001 9 -0.01452 0.2519 0.05271 <.0001

복지후생 <.0001 6 <.0001 6 -0.00123 0.9130 0.05125 <.0001

개
인
환
경

가족관계 <.0001 9 <.0001 12 -0.01940 0.1639 0.03394 <.0001

생활만족도 <.0001 2 <.0001 4 -0.01493 0.2920 0.11492 <.0001

혼인상태 <.0001 7 <.0001 15 0.04396 0.0084 -0.03290 <.0001

더

미

조
사
차
수

9 차 0.05548 <.0001

� � �
1 7 차 (기준값)

참 조

P=<.0001

R2 = 0.5646

Adj R2 = 0.5643

P=<.0001,

R2 = 0.5646
* 단독항은 교육
수준, 임금, 고용형
태 외 모두 유의미

P=<.0001,

R2=0.5654

* 11차, 16차제외
모든 차수 유의미

* 음영 :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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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관

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기존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모형이 주로 통

제가 불가능하거나, 통제가 어려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개인특성

요인에 집중하였고, 모형의 설명력이 부족했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제

가능성이 높고, 보다 중요성 및 영향력이 높은 변수를 제시하였고 이러

한 변수들이 공공과 민간 근로자에게서 다르게 작용함을 실증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직무외적요인인 개인환경관련 요인이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실증하여,

근로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개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자료 및 조사방법론상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

국노동패널 데이터는 직무만족 영향요인 파악을 주목적으로 한 설문이

아니다. 그에 따라 노동패널 데이터에서 직무만족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를 설정하는 방법도 연구자별로 상이하며, 차수별 설문내용 변경을 조정

하여 반영하는 방법도 상이하다보니 연구간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

하되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연구를 위하여 직무만족 영향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패널자료 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노동패널 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

내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 데이터 중 가장 많은 표본을 보유하

고 있다. 또한 전반적 직무만족 및 직무만족과 관련되는 다양한 요인들

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자료로, 연구자 개인이 이 정도의 자료를 별도

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직유형별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연구의

기초자료로 비교적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둘째,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나,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요인의 종적 변동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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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패널 9차에서 17차의 조사기간 중, 동일한 표본이 계속적으로 성실하

게 답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조사기간 계속하여, 모든 연

구관련 설문에 성실하게 답변한 동일표본은 20개 미만이었다. 따라서 동

일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소득, 조

직규모, 근로유형 등을 정제하여 차수별 표본의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종적 변동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추세분석 및 차수별 횡단면 분

석 비교 등을 시도하였다. 횡단면 분석에서는 본 연구에서 가장 예전 자

료인 9차 데이터와 가장 최근의 자료인 17차 데이터만을 구체적으로 비

교하였다. 좀 더 자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매 차수를 구분하여

비교하였어야 마땅하였으나 이런 방식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분석이 지나

치게 복잡해지고, 본 연구의 목적인 요인들의 구조 변화 차이는 그 후의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증명하였음을 고려할 때, 추세를 간단히 살펴

보기 위한 도구로 2개 년도를 분석한 것도 연구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였

다고 본다.

셋째, 분석방법론상 한계점이 있었다. 직무만족 요인구조는 본 연구의

모형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

순화하였고, 분석도구도 다중선형회귀분석 등으로 한정하였다. 자료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 패널분석을 활용하거나, 비선형 회귀분석도구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측정도구 들이 활용되어야 모형의 설명력을 더욱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 내용상의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조직 유형별 직무만

족 영향요인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개인특성요인이나 소수의 요인들을 제시한 데에 따른 한

계를 지적하고, 개인특성이외에도 직무특성, 직무외적특성을 구분하여 다

양한 요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에 중시되는 가족관계나 생활

만족도 요소 등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직무만족과 관련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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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영향요인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모든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지라도 직무만족에 관한 보다 우수한 설명력을 갖는 모

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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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public and private workers, there is a need for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goals, strategie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ersonnel

management in order to achieve organizational management efficiency.

Recently, the government policy that makes a big change in the

public sector has been implemented continuously and it has a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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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n the job satisfaction of the public sector workers. In 2008,

the government implemented measures to integrate, abolish, and

reduce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Public Institution Advancement

Plan' policy. In 2013, we implemented restructuring, business

restructuring, and abolishment and reduction of various welfare and

welfare systems to reduce the debt ratio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policy. In 2014, the 'transfer of public

institutions' policy is implemented, creating a constant difference in

the environment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worker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mong public

and private workers considering such environmental changes.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hat summarizes various

variables for all domestic workers, such as domestic job satisfaction

research, which is limited to specific occupations or specific fields, or

to demographic factors that are difficult to control. Thus, in this

study, we use the data of the recent nine years among the Korean

labor panel data accumulated over 17 years, and various influential

factor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previous studies are newly

classified and reflected in the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were classified into personal

characteristics factors, job internal factors, and job external factors by

reviewing the majority of job satisfaction studies at Korea and

abroad. Respectively. In this classification system, many changes have

occurred mainly due to external factors of the public sector due to

the recent policy change.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organizational types such as public and private, And the effect of

time on the factor structure were analyzed by various analysis tools.

This study analyzes basic statistics and trends of all variabl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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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iod from the 9th (2006) data to the 17th (2014) labor panel and

removes irrational factors through difference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confirmed major variables

such as job content, developmental potential, life satisfaction,

personnel fairness, and human relations which have more effec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lso,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tructure of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by organizational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Job satisfaction of public workers is more influenced by unions,

incentive system, personnel fairness, family relationship, life

satisfaction, and marital status. Job satisfaction of non-public workers

is more influenced by wages, employment stability, human relations,

and working time. Especially, education level fitness, wage, job

stability, union, marital status were verified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influence.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structure of job satisfaction influencing factors changed with time.

The personal environment factors such as marital status,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relationship were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and welfare and personnel fairness also became important. On

the contrary,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of time flow on

human relations, working hours, gender factors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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