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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

문관 80명과 비전문관 160명 등 총 240명을 연구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년6개월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면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

하게 하여 일반행정가(generalist)를 양성하고, 한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

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너리즘과 민관유착을 통한 비리가능성 방지·해소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직무 특성상 장기간 근무를 통해 전문성 및 노하

우 축적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직위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2010년 도입이후 7년의 시

간이 경과하면서 전문직위제도를 통해 어떠한 성과가 도출되었고 도민의 

삷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는지,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장기간 한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관의 내외적 직무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조사

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 주제인 전문직위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관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 및 가점

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 역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전문관 80명과 직렬·직급·근무지·현직급 임용시기가 최대한 유사

하도록 비교집단 160명을 선정하였고, 전체 연구대상 240명을 근무지와 

직렬, 전문직위 근무기간 등으로 분류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직위 근무기

간을 연속형 변수 및 더미변수로 각각 처리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직무성

과와 직무만족도로 하였다. 또한 근무지·직렬·직급·연령·성별·학

력·배우자유무·재직기간 등을 통제변수로 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는 공무원의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정으로 

하였고, 직무만족도는 내재적 직무만족도와 외재적 직무만족도로 구분하

고 5점 만점의 리커트식 척도법을 활용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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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패키지 SPSS 24.0을 활용하

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직무성과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위 근무기간

(+)은 직무만족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

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문관으로 임용된 직원의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여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최대 45만원의 수당과 3

점의 가점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부여함으로써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와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을 바탕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더 이상 존속이 필요하지 않는 전문직위에 

대한 재검토 등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

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전문직위, 전문관, 직무성과, 직무만족도

학  번 : 2012-2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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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순환보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직급·직렬마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게 함으로써 국제화·민주화·지방화·정보화 시

대에 맞춰 다원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그 목적이었다. 또한 순환보직제도는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부

패에 연루될 수 있고, 업무처리 방식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의 

이유로 도입된 제도이다. 한 보직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업무와 실적을 개선시키

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보직 중에는 승

진이 빠르거나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보직이 있는 반면, 악성 민원 등 격무에 시달리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기피하는 부서·보직이 있기 마련이다. 순환보직이 이뤄지지 않을 경

우 선호하는 부서·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격무·기피 부서에 가려고 하지 않

을 것이며, 격무·기피 부서·보직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불만이 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순환보직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순환보직제도는 위와 같은 필요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IT기술이 급속

히 발달되고 전 영역에 보급되면서 행정에 대한 요구 또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으나 행정은 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특정 분야에 있어서

는 그 분야의 강점과 약점, 히스토리와 사회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민원을 대응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공무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 보직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공

직자(specialist)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도입되

었다. 전문직위제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도입 되었으나 중앙부처

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확산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

체의 특성과 역할·범위가 상이하고 요구하는 전문성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전

문직위제도의 무조건적인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전문직위제도의 취지가 의

도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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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보직관리에 있어서 직

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배치가 직무성과를 높일 것이라는 가정, 

동일보직의 장기근속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직무성과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기존의 가정들이 현실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

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문직위제도의 도입배경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위(전문관)의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를 

비전문관인 일반직공무원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정직위의 장기근속이 비록 전문성은 확보하더

라도 직무성과 혹은 직무만족도를 떨어트리는 역기능을 초래할 경우 보직관리의 활

용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직렬과 직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임용 등 전문

직위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언하고, 경기도청 공무원 보직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경기도청 공무원 3,390명(소방직·연구직·지도직 제외) 중에서 2017년 1월말 

기준으로 88개의 전문직위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80명이 전문관으로 임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관으로 임용된 80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전문직위

(전문관) 대상직급인 4급에서 7급 일반직 공무원 16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표 1-1] 경기도청 실국별 정원 및 전문직위(전문관) 현황

구분 계
직급별 정원(소방직·연구직·지도직 제외)

소
계

전문직위
소
계

전문관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4급 5급 6급 7급 4급 5급 6급 7급

계 3,390 12 25 159 688 1,226 1,102 178 88 2 24 61 1 80 2 23 55

대변인 37 1 2 7 11 14 2

소통기획관 39 1 2 8 13 12 3

재난안전본부 72 2 4 16 24 24 2 2 1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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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109 1 4 22 63 19 6 1 4 1 4 1 3

기획조정실 230 1 1 10 50 102 62 4 4 4 4 4

도시주택실 216 1 10 46 76 78 5 14 6 8 14 6 8

자치행정국 345 3 1 9 59 116 133 24 12 4 8 10 4 6

교육협력국 57 1 3 12 25 12 4 1 1 1 1

문화체육관광국 109 1 7 25 39 35 2

농정해양국 121 1 5 28 43 40 4 2 2 1 1

보건복지국 153 1 8 37 53 52 2 1 1 1 1

환경국 96 1 5 22 29 36 3 2 1 1 2 1 1

여성가족국 83 1 5 19 25 29 4

철도국 56 1 3 14 24 13 1 11 1 3 7 10 1 2 7

복지여성실 73 1 5 17 22 25 3

균형발전기획실 150 2 1 7 28 41 49 22 1 1 1 1

경제실 212 1 2 10 54 87 53 5 7 1 6 7 1 6

축산산림국 86 1 4 23 29 28 1 1 1 1 1

교통국 94 1 5 20 42 21 5 1 1 0

건설국 89 1 4 20 30 31 3 2 1 1 2 1 1

북부소방재난본부 8 3 3 2

연정협력국 26 1 2 6 12 5

공유시장경제국 36 1 2 10 16 7 3 1 2 3 1 2

의회사무처 222 1 16 31 77 72 25

농업기술원 34 1 4 15 9 5

인재개발원 60 1 3 12 25 15 4

보건환경연구원 40 1 3 10 19 7

소방학교 6 2 3 1

황해경제자유구역청 31 1 1 3 7 12 6 1 1 1 1 1

서울사무소 9 1 4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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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88 1 13 31 41 2 4 4 4 4

북부동물위생시험소 43 1 9 15 16 2 1 1 1 1

해양수산자원연구소 30 1 3 12 13 1

산림환경연구소 41 1 8 14 16 2 1 1 1 1

수자원본부 76 1 4 18 25 22 6 7 3 4 7 3 4

건설본부 121 1 5 21 36 50 8 4 1 3 3 1 2

여성비전센터 15 1 2 2 10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6 1 4 8 10 3

종자관리소 20 1 2 7 5 5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0 1 2 5 2

축산진흥센터 21 1 2 4 10 4

   ※ 소방직·연구직·지도직·전문경력관 포함 할 경우 총 11,604명

[표 1-2] 경기도청 직급·직렬별 전문직위 지정 현황

구분 계 행정 사회복지 전산 기계 전기 농업 녹지 수의 보건 환경 토목 건축 지적 통신

계 88 23 1 2 5 2 3 1 6 2 9 24 8 1 1

4급 2 1 1

5급 24 6 1 1 1 4 8 3

6급 61 16 1 2 4 1 3 1 5 1 5 15 5 1 1

7급 1 1

[표 1-3] 경기도청 직급·직렬별 전문관 임용 현황

구분 계 행정 사회복지 전산 기계 전기 농업 녹지 수의 보건 환경 토목 건축 지적 통신

계 80 20 1 2 4 2 2 1 6 2 9 21 8 1 1

4급 2 1 1

5급 23 6 1 1 1 4 7 3

6급 55 13 1 2 4 1 2 1 5 1 5 13 5 1 1

7급



- 5 -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먼저 보직관리(순환보직) 및 직무성과, 직무만족도를 중

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직위(전문관)이 일반직 공무원

에 비해 높은 직무성과 및 직무만족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실험

집단으로는 경기도청에 재직중인 전문직위(전문관)을 선정하고, 비교집단으로는 경

기도청 내 일반직 공무원(비전문관)을 선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 나이, 학력, 입직유형 등을 통제변수로 분류하였으며, 종

속변수로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를 회귀분석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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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도개관

 제 1 절 전문직위 도입배경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정기간(필수보직기

간)이 경과하게 되면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일반행정

가(generalist)를 양성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

기 위함이다. 또한 한 직위에 장기간 재직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민원인

들과 유착되어 부패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으

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제도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킴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의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하고 있다. 또한 업

무 인계인수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및 법규정 해석·정책집행의 일관성 결여로 인

하여 행정서비스의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순환보직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장기간 재직을 통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위제도가 도입하

게 된 것이다.

 제 2 절 대상직위 및 직급

   전문직위제도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 보직케 하고, 인사·보수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전문직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

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전문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4급 내지 7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부서별 핵심업무 중 장기

간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단순반복 업

무 제외),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국제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특히 요구되거나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직무수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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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장기간 근무를 통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인지 여부 및 순환전보를 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전문

가 및 주요 부서장으로부터 전문직위 지정 前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현 직급일 기준으로 5급의 경우 7년 초과자 및 6급 이하의 경우 4

년 6개월 초과자에게는 전문직위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제 3 절 인센티브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전문관)에게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할 경우에는 

규정이 정한 최대한도까지 지급함으로써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있다. 근무기간 및 

직급에 따라 3만원 ~ 최대 45만원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4급 전문관의 경

우 4년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45만원이 지급되며 5급 이하 전문관의 경우에는 4

년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전문관으로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되지 

않지만,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0.5점, 3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점, 4년 이

상 근무할 경우에는 2점, 5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3점이 부여한다. 경기도청 실

국장이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의 최대한도가 1.5점임을 고려할 때, 전문직위 가점은 

전문관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2-1] 전문직위 실적가점 부여 기준

근무기간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년 이상

실적가점 0.5점 1점 2점 3점

* 실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실적 심사 후 적정한 자에 한하여 부여(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표 2-2] 전문직위 수당 지급 기준

근무기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년 이상

4급 이상 50,000원 70,000원 100,000원 300,000원 450,000원

5급∼7급 30,000원 50,000원 80,000원 250,000원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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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전문직위제도 도입의 이론적 배경

   1. 순환보직제도

   순환보직(Job Rotation)은 인사관리제도의 일종으로, 반복적인 작업 수행으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와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순환보직은 직무순환, 순환전보, 배치전환 등

의 명칭으로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순환보직은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신체적·정신적 요구수준이 다른 여러 업무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Tharmmaphornphilas, W., & Norman, B., 2004; 김미형, 2014 재인용). 즉, 순

환보직은 조직구성원이 종전과는 다른 기능과 책무를 수행하는 지위(position)와 

직무(task)로 수평적인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Beatty, Schneier & McEvoy, 

1987; 김영태 외, 2008; 김미형, 2014 재인용). 직무순환을 통해 구성원은 해당사

업의 다양한 측면과 단계를 경험하게 되며, 조직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된

다(Beatty, Schneier & McEvoy, 1987; 김영태 외, 2008; 김미형, 2014 재인용) 

순환보직은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한 직원들의 능력발전, 적재적소 배치, 직무부적응 

및 스트레스 해소, 부정부패 방지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되고 있

다. 이러한 순환보직과 관련한 주요 이론은 순환보직이 근로자들의 능력을 향상시

킨다는 근로자 학습이론, 고용주가 순환보직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의 강점과 역량

을 알게 된다는 고용주 학습이론, 순환보직이 반복작업으로 인한 지루함을 완화시

키고 동기를 부여한다는 근로자 동기부여이론 세 가지이다(Eriksson & Ortega, 

2006; 김미형, 2014 재인용).

   순환보직은 조직구성원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순환보직은 개

인의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조직 특유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순환보직은 고용주에게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및 

승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과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한

다. 체계화된 순환보직제도는 직무경험을 통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의 습득으로 근

로자의 교육훈련비용을 감소시키고, 동일직무 장기근무에 따른 회의와 실증을 해소

하고 업무에 대한 의욕과 활력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사기와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

니라, 이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즉, 순환보직은 근로자의 자부심(self-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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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 직무만족을 증진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김경호, 2012; 김미형, 2014 

재인용). 또한, 순환보직은 핵심인재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성장기회는 좋은 인재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며, 핵심인재가 조직에

서 지속으로 머물 수 있는 유인도 제공하게 된다(유건재, 2011; 김미형, 2014 재

인용).

   반면, 순환보직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첫째, 모든 업무가 순

환보직에 적합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기술적으로 아주 고도화된 지식이 필요한 경

우 순환보직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즉, 순환보직은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훈

련 등 비용을 증가시켜 조직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고도화된 지식

이 필요한 조직에서 순환보직을 도입하게 되면 조직이 원하는 직무전문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둘째, 업무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순환보직으로 인해 개인

의 업무량만 증가하고, 결국 이는 개인들의 만족도와 근로동기를 하락시킬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조직이탈도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순환보직으로 인해 조직

은 고용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해고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

로 순환보직은 직무 전문성 확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유건재, 2011; 김미형, 

2014 재인용). 공공분야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최순영·장지원, 2009; 김미형, 

2014 재인용). 즉,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오히려 업무의 전문

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순환보직을 하거나 본인이 희망한 직무나 부서로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순환보직은 능력발전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근무의욕의 상실 및 직무만족을 저하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청탁과 정실에 의한 보직, 부서장의 개인 선

호도에 따른 보직 등 순환보직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유민봉·임도빈, 2007; 김미형, 2014 재인용).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수많은 공직을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 동일한 성격의 공직

은 한데 묶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인적자원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공직의 분류는 인적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을 공평하게 부과하며 보상하기 위한 인사행정에서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공직의 

구조화 내지 공직의 배열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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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직위분류제라 부른다(유민봉, 2009).

   동일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에 무관하게 모두 동

일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계급제이다. 이러한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의 강조, 폐쇄형 충원, 계급과 신분의 동일시,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한다. 계

급제의 장점은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하고,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

며, 많은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넓고 전체적인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자기부서만의 

협소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부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이 수월하다

는 것이다. 반면, 계급제의 단점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곤란하고, 충원의 폐쇄성과 

신분보장은 공직사회를 일반사회와 격리시키고 국민의 소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권집단화할 우려가 있으며, 보수와 업무부담의 형평성을 결여하기 

쉽다. 또한 사람을 기준으로 인사관리가 이뤄지다보면 객관적인 기준보다 연공서열

과 같은 주관적·편의적 기준을 적용하기 쉬우며, 실적주의제 확립을 저해할 수 있

다.

   계급제가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한 계급구조라면, 직위분류제는 

사람이 맡아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분류한 직

위구조로써, 산업사회의 전통과 과학적관리가 강조되어 온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동일업무에 대한 동일보수’라는 보수의 형평성 요구와 실적주의제의 요구가 직

위분류제의 출발에 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직위는 직무의 종류 내지 성질의 

측면과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계급간의 수직적 

폐쇄성이 있는 계급제와 달리 직위분류제는 서로 다른 직무 사이에 엄격한 경계를 

구분하는 수평적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으로 무장

한 전문행정인을 요구한다. 계급제에서 공무원은 직장에 소속감을 느껴 자신을 그 

직장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직위분류제에서는 직장보다는 자신이 맡은 직무

를 더 중시하게 되고 정책분석가나 예산분석가와 같이 역할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인적자원 충원의 개방성으로 인하여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에는 배치되며, 직무를 중심으로 행정 전문가를 양성할 수는 있지만, 부분적이고 협

소한 시각을 갖게 되는 단점이 있다.

   행정현상이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공직

분류체계는 계급제를 기본원리로 하고 직위분류제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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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선행연구

   공무원의 전문직위(전문관)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전무하며, 이와 관련하

여 순환보직 및 보직관리와 직무만족 또는 조직·개인의 성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

분이었다. 다만, 전문직위제도 도입 배경이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한계 극복 및 

복잡하고 불확실한 행정수요에 대응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라고 할 때, 순환보직

과 직무만족 또는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순환보직과 성과에 관한 연구로 김종현 등(2008)은 동일한 보직의 장기근속이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근무기

간이 증가함에 따라 성과가 증가하다가 일정 근무기간을 기준으로(변곡점) 성과가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장기근속에 따른 나태함과 매너리즘이 성과 저하의 

원인이었다. 결과적으로 적정한 직무순환이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이규석(2011)은 직무순환제도의 효용성을 비판적으로 검정하고, 직무중심의 인

사제도를 강조하였다. KEPCO를 대상으로 직무순환이 시행되고 있는 직무 중 고도

의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직무를 대상으로 184개 사업소에서 311명의 

대상을 추출하여 해당 보직 재직기간과 직무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직무 보직기간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김미형(2014)은 공기업 순환보직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한전KPS(주) 

간부직원 19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e-mail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순환보직은 직원들의 직무만족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잦은 순환보직은 한 영역에서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여 직무전문성을 저하시

킨다는 다른 선행연구와는 달리 순환보직의 전문성 축적 저해에 관한 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잦은 순환보직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

여 직무전문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난 이유는 직원들의 평균 순환보직 횟수는 3.98회, 평균 보직기간은 4.38년

으로 평균보직기간이 1년 남짓이었던 선행연구와 달리 평균보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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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조영(2012)은 공공기관 직원의 지방단신근무가 생활만족도 및 직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중부발전(주) 직원 중 지방단신근무 경험자를 대

상으로 생활만족도와 직무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무지역의 규모, 근

무기간, 가족주거지와의 이격거리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직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회귀분석을 통

해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지역규모는 생활만족도와 직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검증되어 가설이 지지되었지만, 근무기간과 가족거주지와

의 이격거리는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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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단위 및 분석방법

   1. 경기도의 전문직위(전문관) 지정 현황

   경기도는 2010년부터 전문직위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장기근무를 통한 전

문성 향상을 위해 1부서 1전문관을 추진하려는 목표를 설정·발표하였다(2015.4

월 인사혁신방안).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88개의 전문직위가 지

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80명의 전문관이 임명되어 있다.

   전문직위를 직급별로 분석하면 4급 2자리, 5급 24자리, 6급 61자리, 7급 1자리

가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있으며, 직렬별로는 행정직렬(복수직위 포함)이 35자리, 

기술직렬이 53자리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19개 실국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다.

   2. 연구대상 및 비교대상 선정

   연구대상은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 80명 전원이며, 비교대상은 직급·직렬·

현직급 임용시기별로 경기도청내 비전문관인 일반직 공무원 160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총 240명을 대상으로 직무성과와 관련한 근무성적평

정을 분석하고, 직무만족도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1] 실험대상 및 비교대상 선정

직급 직렬

실험집단(전문관)
비교집단
(비전문관)

전문관과 
직급·직렬·
현직급 

임용년도가 
동일한 
인원

인원
(명)

현직급
임용년도

전문관
임용년도

現 근무지 인원
(명)

현직급
임용년도

現 근무지

4급
행정 1 2014 2015 북부청(의정부) 2 2014 북부청(2명) 26명

기술 1 2014 2015 본청(수원) 2 2014 본청(2명)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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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시설 10

2005
2007
2008
2009

2010(3명)
2011

2013(2명)

2015
2012
2015
2015

2014, 2015, 2016
2015

2015, 2016

본청
본청
본청
본청

본청(3명)
본청

북부청, 사업소

2
2
2
2
6
2
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본청(2명)
본청(2명)
본청(2명)
본청(2명)
본청(6명)
본청(2명)

북부청(2명), 사업소(2명)

6명
8명
7명
9명
11명
6명
9명

행정 6

2010
2012(2명)

2013
2014
2015

2015
2015(2)
2014
2015
2015

본청
본청, 사업소

본청
사업소
본청

2
4
2
2
2

2010
2012
2013
2014
2015

본청(2명)
본청(2), 사업소(2)

본청(2명)
사업소(2명)
본청(2명)

31명
53명
46명
32명
61명

환경 4

2006
2008
2009
2012

2013
2012
2013
2015

사업소
본청
본청

사업소

1
1
1
1
3
1

2006
2009
2010
2011
2012
2014

본청(1명)
본청(1명)

사업소(1명)
사업소(1명)

본청(1명), 사업소(2명)
본청(1명)

3명
2명
1명
1명
5명
1명

보건 1 2015 2016 본청
1
1

2014
2016

본청(1명)
본청(1명)

1명
2명

수의 1 2011 2012 본청
1
1

2011
2012

사업소(1명)
사업소(1명)

2명
2명

공업 1 2011 2015 본청 2 2011 북부청(2명) 3명

6급 시설 19

2007(2명)
2008

2009(2명)
2010(2명)
2011(2명)
2012(3명)

2013
2015(4명)
2016(2명)

2013, 2015
2012

2014, 2015
2013(2)

2014, 2015
2015(3)
2014

2015(3), 2016
2015, 2016

본청, 사업소
본청

본청, 북부청
본청, 사업소
본청, 북부청

본청(2명), 북부청
본청

본청(4명)
본청, 사업소

2
3
2
2
4
4
3
2
9
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본청(2명)
본청(2명), 사업소(1명)
본청(1명), 북부청(1명)
본청(1명), 사업소(1명)

본청(4명)
본청(4명)

본청(2명), 북부청(1명)
북부청(2명)

본청(8명), 북부청(1명)
본청(3명), 사업소(4명)

14명
17명
10명
20명
23명
19명
25명
8명
25명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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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4

2009(2명)
2010(4명)

2011
2012(3명)
2013(3명)

2016

2012, 2014
2012, 2013, 

2015(2)
2015

2012, 2014, 2015
2015(2), 2016

2015

본청
본청(3명), 북부청

북부청
본청(3명)
본청(3명)

본청

4
8
2
6
6
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6

본청(4명)
본청(6명), 북부청(2명)

북부청(2명)
본청(6명)
본청(6명)
본청(2명)

34명
79명
71명
60명
60명
67명

수의 5

2000
2005(2명)

2006
2007

2012
2013(2)
2013
2013

사업소
사업소(2명)

사업소
사업소

2
1
2
3
2

2000
2004
2005
2006
2010

사업소(2명)
사업소(1명)
사업소(2명)
사업소(3명)
사업소(2명)

3명
3명
5명
6명
5명

공업 5

2008
2012

2013(2명)
2015

2014
2014

2014, 2015
2014

북부청
본청

본청(2명)
본청

1
1
1
3
2
2

2008
2010
2012
2013
2014
2015

북부청(1명)
북부청(1명)
본청(1명)
본청(3명)
본청(1명)
본청(2명)

7명
10명
8명
10명
4명
10명

환경 5

2008
2010

2012(2명)
2014

2013
2010

2014, 2015
2013

사업소
사업소

본청, 사업소
본청

0
1
1
1
1
2
3
1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소(1명)
사업소(1명)
사업소(1명)
사업소(1명)
본청(2명)

본청(2명), 사업소
사업소(1명)

3명
2명
5명
5명
8명
5명
5명
6명

농업 2
2012
2016

2013
2016

본청
본청

2
2

2012
2016

본청(2명)
본청(2명)

4명
7명

방송통신 1 2008 2015 본청 2 2008 본청(2명) 5명

보건 1 2011 2015 본청
1
1

2011
2012

본청(1명)
본청(1명)

5명
2명

녹지 1 2010 2013 사업소

0
0
1
1

2010
2011
2012
2013

사업소(1명)
사업소(1명)

3명
2명
5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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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전문관은 현직급 임용년도가 2014년도인 기술1명, 행정1명이다. 현직급 임

용년도가 전문관과 동일한 기술4급 5명 중에서 본청 근무자 2명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현직급 임용년도가 전문관과 동일한 행정4급 25명 중에서 공로연

수 파견자 2명, 타기관 파견자 3명을 제외하고 2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시설5급 전문관은 총 10명으로, 전문관과 현직급 임용년도가 동일한 비전문관 

가운데 타기관 파견자를 제외하였으며, 전문관과 근무지가 최대한 동일하도록 비전

문관 2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행정5급 전문관은 총 6명으로, 전문관과 현직급 임용년도가 동일한 비전문관 가

운데 타기관 파견자를 제외하였으며, 전문관과 근무지가 최대한 동일하도록 비전문

관 12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환경5급 전문관은 총 4명으로 타 직렬에 비하여 전문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은 편이다. 현직급 임용년도가 2008년 환경5급의 경우 비전문관 없이 전문관 1명

뿐이다. 따라서, 현직급 임용년도가 2010년, 2011년, 2014년인 비전문관의 경우 

동일한 임용년도에 전문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을 비교집

단으로 선정하였다.

   보건5급의 전체 인원 중에서 전문관과 동일한 실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전문관이 

없으며, 전문관과 현직급 임용년도가 동일한 2015년 비전문관 2명은 북부청에 근

무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급 임용년도가 2014년, 2016년인 비전문관 중에서 본청

에 근무하고 있는 2명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사회복지 1 2014 2015 본청
1
1

2014
2015

본청(1명)
본청(1명)

2명
1명

전산 1 2013 2013 본청
1
0
1

2012
2013
2014

본청(1명)

본청(1명)

7명
7명
1명

계 8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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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급 임용년도가 2011년인 수의5급 전문관과 임용년도가 동일한 비전문관 1

명과 현직급 임용년도가 2012년인 비전문관 1명 등 총 2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

하였다. 다만, 수의5급 전체 인원 중에서 전문관과 동일 실국에 근무하고 있는 비

전문관이 없기 때문에, 비교집단 2명은 모두 사업소 근무자로 선정할 수 밖에 없었

다.

   공업5급 전체 인원 중에서 전문관과 동일 실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전문관이 없

기 때문에, 임용년도는 2011년으로 전문관과 동일하지만 북부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전문관 2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시설6급 전문관 19명과 현직급 임용년도가 동일한 비전문관 중에서 육아휴직자, 

타기관 파견자 등을 제외하고 38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공유적시장

경제국·축산산림국·재난안전본부 등의 경우에는 시설직6급 전문관이 극소수이고 

임용년도가 동일한 비전문관 역시 거의 근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근무지가 최대한 유사한 성격의 실국 비전문관 중에서 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행정6급 전문관 14명과 현직급 임용년도가 동일한 비전문관 중에서 육아휴직자, 

타기관 파견자 등을 제외하고 28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수의6급 전문관 5명의 현직급 임용년도는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이

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및 타기관 파견자 등을 제외한 후, 전문관과 현직급 임용년

도가 동일하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비전문관만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인력

이 부족한 관계로, 2004년, 2010년 비전문관 3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비교집단

을 구성하였다.

   전문관은 5명 모두 본청·북부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업6급의 경우, 전문관과 현

직급 임용년도가 동일한 비전문관 중에서 육아휴직자, 타기관 파견자, 사업소 근무

자를 제외하고 최대한 동일·유사 실국에 근무하는 비전문관 10명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환경6급 전문관은 모두 5명이다. 전문관과 현직급 임용년도가 동일한 비전문관

만으로 비교집단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전문관과 현직급 임용년도가 동일한 

2008년과 2012년 비전문관 중에서 육아휴직자 및 타기관 파견자를 제외할 경우 

사업소 근무자가 수가 부족하여, 2009년과 2011년, 2013년 비전문관 5명을 비교

집단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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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6급 전문관은 2명으로 현직급 임용년도가 2012년과 2016년인 비전문관 

중에서 육아휴직자 및 타기관 파견자를 제외하고, 전문관과 본청 동일 실국에 근무

하는 비전문관 4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현직급 임용년도가 2008년인 방송통신6급 전문관과 현직급 임용년도가 동일한 

방송통신6급 비전문관 4명중에서, 전문관과 같이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2명을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현직급 임용년도가 2011년인 보건6급 전문관과 현직급 임용년도가 동일한 보건

6급 비전문관 4명중에서 타기관 파견자 및 북부청 근무자를 제외한 1명을 선정하

였고, 2012년 비전문관 2명 가운데 전문관과 동일 실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전문관 

1명을 선정하여 비교집단 2명을 선정하였다.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녹지6급 전문관의 현직급 임용년도는 2010년으로 전

문관과 현직급 임용년도가 동일한 녹지6급 비전문관은 2명이지만 모두 북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2011년 비전문관 2명도 북부청에서 근무중이기 때문에, 전문

관과 동일한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2012년, 2013년 전문관 2명을 비교집단으

로 선정하였다.

   사회복지6급 전문관의 현직급 임용년도는 2014년으로 전문관과 현직급 임용년

도가 동일한 사회복지6급 비전문관 1명, 2015년 비전문관은 1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현직급 임용년도가 2013년인 전산6급 전문관과 현직급 임용년도가 동일하며 본

청 동일 실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산6급 비전문관이 없기 때문에, 2012년 및 

2014년 비전문관 중에서 전문관과 동일한 실국 근무자 2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

였다.

 제 2 절 변수설명

   1. 종속변수

   직무(職務)란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즉 ‘맡은 

일’로 사무, 업무, 직책 등이 유사하게 쓰이고, 행정학에서의 직무란 각 직위

(position)에 배당인 업무를 말한다. 성과(성과)란 이루어 낸 결실, 즉 ‘보람’으

로 성적, 실적, 공적 등과 유사하게 사용된다. 직무성과란 조직 내에서 담당한 업무

를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박조영, 2012). 직무성과란 일반적으로  



- 19 -

조직원이나 구성원들이 실현시키고자 하는 일의 바람직한 상태 또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Tett & Meyer, 1993; 박조영, 2012 재인용)

로 정의되며,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에 있어서 유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직구성

원의 직무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개념으로 산

업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생산성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Pincus, 1986; 강미옥, 2011; 박조영, 2012 재인용). 또한 Price & Mueller 

(1986)는 조직의 효과성 내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Szilagye & Wallanance(1984)는 직무성과를 노력과 능력의 함수라고 정의하였으

며, Porter & Lawler(1986)에 의하면 직무성과는 노력, 능력 및 역할 지각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서지원, 2015). 이처럼 직무성과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측정요소로 구성되어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Collins & Smith, 2006; 김진희, 2007; 서지원, 2015 재인용). 가장 일

반적으로 논의되는 직무성과의 개념은 조직 목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Pincus, 1986; Rogers, 1990; David, 1993; Osborne et al, 1993; Flynn, 

1997, Hoffmann, 1999; Noe, et.al, 2006; 서지원, 2015 재인용). 즉, 성과는 조

직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정도(또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결과적인 측면

을 강조하고 있다.(서지원, 2015)

   다만, 직무성과에 대한 위와 같이 다양한 정의와 분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근무 부서가 지원부서인지 사업부서인지 여부에 따라 요구하는 성

과가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다

르게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분야도 기

업지원, 지역개발사업, 보건복지, 여성가족, 일자리창출 등 매우 다양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공무원 직무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및 성과결과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4급상당(별정직·임기제 포함)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

약 평가를 하고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일반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전담직위,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직무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4급상당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평

가하고 있으며, 4개 등급(S·A·B·C)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5급 이하 공무원

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5월 31일, 11월 30일 기준으로 연 2회 평가하고 있다. 5

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부서 및 경력에 상관없이 평정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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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업무실적과 능력에 상응한 적정한 평가를 원칙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평정자는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를 기

초로 피평정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확인자와 상호 협의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

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평정단위별 서열을 부여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의 실질심의를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평정으로 개인별 성과의 주요 내용을 누적·기

록하여 인사 DB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급상당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년 초에 체결한 성과계약서를 바탕

으로 업무추진 실적(BSC)과 직무수행역량을 평가하여 성과연봉 등 인사관리에 반

영한다.

[표 4-2] 경기도청 4급상당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 평가 절차

성과관리 
(BSC)평가

+

직무수행   
능력평가

+

조정평가

⇨
최종확인 및 확정

온라인 등 직근 상급자 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도지사

(1∼2월) (2월) (3월) (3월)

[표 4-3] 경기도청 4급상당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 평가 내용

구분 비중 평가내용 및 점수

성과관리 

(BSC)평가
70점

구분 부서수
가등급
(10%)

나등급
(20%)

다등급
(40%)

라등급
(20%)

마등급
(10%)

점수 70점 68점 66점 64점 62점

실국 36 4 7 14 7 4

실과 164 16 33 66 33 16

직무수행 

능력평가
30점

□ 3급이상 역량

역량군 역량명 역량정의

기본
공직자

윤리의식
매사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원칙과 규범 준수,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공

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사고

정책목표

및 방향제시

조직 내・외부의 행정환경변화, 트랜드를 파악하고 도의 비전, 중점 정책, 당면 

현안 등 다양한 행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국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도민지향 고객(도민 및 정책의 수혜자)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경기도의 실익과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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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역량

역량군 역량명 역량정의

기본 공직자 윤리의식 매사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원칙과 규범 준수,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공

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종합적

사고

목표설정 및 

정책대안제시
도정의 중점 정책, 실국의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과 단위의 

과업이나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현장중심사고
다양한 환경(시군별 지역특성)에 처해있는 도정 현장의 고객(도민 및  정책 수혜

자)이 원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명확히 이해하여 그들의 요구를 정책(사업)에 반영

한다.

관계형성

협의조정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파악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

는 균형적인 안을 도출한다. 

관계구축 및 활용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 및 기관과 협

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조직관리

협력 분위기 조성 구성원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조성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격려 및 보상을 해 준다. 

성과관리 정책 및 사업집행을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달성 정도를 수시로 확인하

며,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관계

조정 및 협상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입장, 상호관계 및 갈등상황을 파악 및 확인하며, 균형적 시

각에서 판단하고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도출한다.

정책홍보

의회, 중앙부처, 언론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정책(업무)의 필요성 및 당위성

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설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조직관리

자원확보

및 분배
실국의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균형적으로 

자원을 분배한다. 

성과지향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거두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합리적․
객관적 기준으로 검토하고 해당 결정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

을 선정한다.

조정평가 ±5점

 □ 현직급 근무년수 : +2점

구분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6년 6∼7년 7년 이상

3급 이상 0.0 0.5 1.0 1.5 2.0 - - -

4급 0.0 0.2 0.5 0.8 1.1 1.4 1.7 2.0

 □ 징계 등(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의 초과근무 승인권자 포함) : -0.5점 ∼ -2점

구분 초과근무관리부실 훈계·주의·경고 경징계(감봉·견책) 중징계(강등·정직)

점수 -0.5 -1.0 -1.5 -2.0

인원(5명) - 1 1 1

 □ 도정발전 기여도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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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평정(50점)과 직무수행능력평

정(50점)으로 이루어진다. 근무실적 평정 요소는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등 3

개 항목이고, 직무수행능력 평정 요소는 기획력,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신속

성, 팀워크, 고객·수혜자지향, 성실성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실적 

평정은 피평정 공무원 개인의 성과목표·단위과제 별로 평정요소에 의해 평정 후, 

성과목표·단위과제의 업무비중에 따라 합산하여 계산한다.

[표 4-4] 경기도청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절차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
확인자와

평정방향 협의 ⇨
성과면담,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정 ⇨
평정자

점수결정 및 

의견작성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작성

피평정자 평정자·확인자 평정자 평정자 확인자

[표 4-5] 근무실적 평정 요소(50점)

평정요소 정   의

업무난이도

(10점)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기로 기대되는 업무내용이 달성하기 쉽거나 어려운 정도를 의미

․요구되는 지식, 경험, 투입된 노력 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완성도

(20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하게 달성되었는가를 나타냄

  ※ 기관 및 부서의 특성이 반영된 실적을 고려하여 평정

․처리한 일의 품질(Quality)을 확인하는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적시성

(20점)

․일정 기한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나타냄

․신속하게 또는 필요한 시점까지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평정기준> 각 평정요소별로 다음기준에 의거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

   지표

등급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탁 월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우 수 목표의 100%이상∼ 110%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보 통 목표의 90%이상∼ 100%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미 흡 목표의  80%이상∼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 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불 량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 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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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직무수행능력 평정 요소(50점)

연
번 평정요소 요소별

배점 정   의
평정등급  

소계
점수

① ② ③ ④ ⑤

1 기획력 9점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1.8 3.6 5.4 7.2 9.0

2 의사전달력 6점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1.2 2.4 3.6 4.8 6.0

3 협상력 6점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1.2 2.4 3.6 4.8 6.0

4 추진력 5점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1.0 2.0 3.0 4.0 5.0

5 신속성 5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1.0 2.0 3.0 4.0 5.0

6 팀워크 8점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1.6 3.2 4.8 6.4 8.0

7
고객·

수혜자지향
6점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가 원하는 바를 이해
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1.2 2.4 3.6 4.8 6.0

8 성실성 5점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도(각종 포상, 특허, 논문 게

재 실적 등) → 기관 특성에 따라 고려여부 결정

1.0 2.0 3.0 4.0 5.0

감점

 총  점(B)

 

 ․기획력은 만점이 9점으로, 이 경우 탁월은 9점, 불량은 1.8점 (9× 1/5), 등급별 차이는 1.8점

 ․협상력은 만점이 6점으로, 이 경우 탁월은 6점, 불량은 1.2점 (6× 1/5), 등급별 차이는 1.2점

〔 감 점 기 준 〕 피평정자가 평정대상기간 중 "징계․직위해제․경고․훈계, 지참" 등 직무 수행태도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성실성" "성실성" 평가에 반드시 반영(아래 감점기준 적용) 평가에 반드시 반영(아래 감점기준 적용)

인사부서 관리 평정부서 관리

중징계 경징계 직위
해제

훈계ㆍ주의ㆍ
경고

대민불친절 
경고.주의등

무단
결근

무단
이석

무단
외출 지각 무단

조퇴

-3.0점 -2.0점 -2.0점 -0.5점 -1.0점 -0.5점 -0.2점 -0.1점 -0.1점 -0.1점

  



- 24 -

   직무만족도는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적 상태에 대한 평가로 측정되기 때문에 연

구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다. 직무만족이란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

련해서 과업 그 자체 및 제반 조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감정적인 선호도를 의미한다. 이는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상

황 하에서도 개인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학자마다 직무만족이 개념

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Locke(1976)는 개인이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

로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정서적 감정 상태를 직무만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Vroom(1964)은 직무만족이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개인의 

감성적 방향(affective orientations)으로 보고 있다. Fisher(2000)는 직무만족을 

일종의 태도로서, 정서적 요소(감정, 느낌)와 인지적 요소(신념, 판단, 비교)로 보고 

있다. Porter et al.(1974)은 직무만족이란 실제로 얻는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

는 수준을 초과한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보상은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재적 보상은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전감, 인정, 책임감, 경력과 기회, 발전 등으로부터 얻게 되는 성취감이나 자아실

현을 경험하는 내재적 직무만족을 가져다준다. 외재적 보상은 주로 조직과 상사로

부터 주어지는 보상으로 임금, 승진, 고용안정, 작업환경 등으로 외재적 직무만족을 

가져온다(장은영, 2013). 김봉규(2006)는 직무만족이란 단지 직무 하나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따른 인간관계,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감정적 태도,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등의 여러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직무 전반의 정서적 

반응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다양한 개념 정의를 종합해보면, 직무만족이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경험이나 기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구성원이 가지게 되

는 감정적 태도나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즉 직무만족은 직무자체의 특성과 더불어 

개인의 특성, 직무수행 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인섭, 

2002; 조선, 2012 재인용). 직무만족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학자들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표 4-7]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 자 직  무  만  족

Alderfer 임금, 부가급부, 직장상사에 의한 감독, 동료에 의한 존중, 성취

Friedlander 사회적·기술적 환경, 본질적 작업측면, 발전을 통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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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본인 스스로 업무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하

고, 내재적 직무만족과 외재적 직무만족으로 구분하려고 한다. 내재적 직무만족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느끼는 감정으로서 직무를 통해 얻어지는 성취감이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으로 책임감, 경력, 기회, 발전 등

과 같은 내재적 보상에 의해 얻을 수 있다. 반면, 외재적 직무만족은 조직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임금이나 승진 인센티브, 복지수준 등 환경적인 

요인을 말할 수 있다.

Fournet
개인특성 연령, 교육과 지능성, 직무수준

직무특성 조직과 관리, 사회환경, 의사전달, 안정성, 임금, 상사감독

Ginzberg 경제적 보수, 명성, 특별활동·목표달성 기쁨의 본질만족, 사회적·환경적 부수만족

Hackman 기술다양성, 과업주체성, 과업존중성, 피드백, 자율성

Herzberg
동기요인 성취감, 안정, 작업 그 자체, 책임, 임금

위생요인 회사정책, 감독, 작업조건, 대인관계, 임금, 안정

Jurgenson 발전, 부가급부, 사회만족, 동료, 작업시간, 임금, 안정, 작업유형, 작업조건

March-simon 직무적합도, 직무관계 예측능력, 직무와 다른 역할과 조화

Myers 성취감, 책임, 성과, 승진, 작업의 즐거움, 안정감

poter·Steers

조직요인 임금, 승진기회, 회사정책

환경요인 상사스타일, 참여의사결정, 동료관계, 작업조건

내용요인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잠재능력

Steers 작업자체, 급여, 승진기회, 감독, 동료

미네소타 대학 
부설연구소

능력활동, 독창성, 도덕성, 독자성, 다양성, 권위, 책임감, 회사정책, 사회적 지
위,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안정성, 임금, 작업조건, 승진, 상사지식능력, 동료, 
직무수행능력, 인정, 성취감, 활동성

 자료: (하용규 · 현승범, 2000; 조선배 · 권형섭, 2007; 유병훈, 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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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집단인 전문직위 전문관 그룹과 비교집단인 비전문관 그룹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집단이 어떤 쟁점에 대하여 갖는 태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실용성이 높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리커트식 척도법(총화평정법)을 사용하

여 설문을 구성하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직무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자 한

다. 이에 따라 내재적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업무 성취감, 조직 동료

들로부터의 존중·인정, 발전, 경력 등으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고, 외재적 직무

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승진·임금 등 인센티브, 복지수준 등으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2. 독립변수

   인과적 연구에서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는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하

는 원인으로 추정된 변수를 말하며, 실험적 조사설계의 독립변수는 연구자에 의해

서 조작되는 실험변수를 말한다. 본 실험에서 독립변수는 전문직위 근무기간이다.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전문직위 전문관 80명과 실험집단의 표본 각각과 근무지·직

급·직렬·현직급 임용년도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160

명 등 총 240명의 연구대상을 전문직위 근무기간에 따라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를 

분석 하였다.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년 단위”로 변환하였고, 비전문관 

160명의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0”으로 하는 연속형 변수로 하였다.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의 전문관으로서의 평균 재직기간은 2.62년이며, 최장기간 근무한 직

원은 전문관으로 6.42년째 근무하고 있다.

   3. 통제변수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및 직무

만족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소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남·여), 

연령(30대·40대·50대), 학력(고졸·전문대졸·학사·석사), 배우자유무(배우자

유·배우자무), 근무지(본청·사업소), 직렬(행정·시설·기타), 직급(4급·5급

2·6급), 총재직기간(5년이하·6년이상·11년이상·16년이상·21년이상·26년이

상·31년이상·36년이상)을 통제변수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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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연구 분석틀

   본 실험은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종속변수인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무지·직렬·직급·성별·연령·배우

자유무·재직기간·학력을 통제변수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근무지·직렬·직

급·성별·연령·배우자유무 등 통제변수 6개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재직기

간·학력은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재직기간은 5년 이하 부터 

36년 이상까지 8개 구간(5년 단위)으로 나누었으며, 학력은 고졸이하부터 석사까

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래 [그림4-1]은 전문직위 근무기간

과 직무성과·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8] 통제변수(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통제변수 구   분

더미
변수

근무지 본청 / 사업소

직렬 행정 / 시설 / 기타

직급 4급 / 5급 / 6급

성별 남 / 여

연령 50대 / 40대 / 30대

배우자유무 배우자유 / 배우자무

연속형
변수

학력 4(석사) / 3(학사)/ 2(전문대졸) / 1(고졸)

재직기간 38(36년이상) / 33(31년이상) / 28(26년이상) / 23(21년이상) / 
18(16년이상) / 13(11년이상) / 8(6년이상) / 3(5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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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본연의 직무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며, 부서장으로부터 인정받는 

전문직위(전문관)이 비전문관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은 직무성과를 낼 것이라

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직위(전문관)으로 5년 이상 장기간 재직할 경우 

최대 45만원의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받고, 근무실적 우수자에게 부여되는 실국장 

가점(1.5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최대 3점의 실적가점 등을 부여받음으로써 비교집

단인 비전문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내재적·외재적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고 spss 24.0을 통해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림 4-1] 전문직위 근무기간과 직무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문직위 근무기간
▸직무성과

▸직무만족도

통제변수

▸(더미) 근무지, 직렬, 직급,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연속) 재직기간,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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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연구가설

   1. 가설(1) :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성과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근무성적

평정을 직무성과로 보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은 공무원

이 탁월한 성과를 도출하여 국·도정에 기여하였거나, 반대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

히 부족하여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분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대민서비스의 성과를 계량화하

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비스의 분야와 종류가 전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공서

열을 고려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위

에 임명된 전문관의 경우 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관과 동일한 근무지·직렬·현직급임용일의 조건을 갖춘 비전문관에 

비하여 높은 근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을 보일 것이라고 추측해 보게 되었으며, 전

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2. 가설(2) :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45만원의 전문직위수당

과 최대 3점의 전문직위 가점이 부여된다. 실국장이 소속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가

점이 실국 정원의 3%범위 내에서 1.5점임을 고려할 때,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

에게 부여되는 가점 3점은 승진서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

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며 직렬과 현직급 임용시기가 동일한 비전문관(비교대상)에 

비하여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 한 직위에 근무함으로 인

하여 조직내에서 당해 업무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성

취감 및 경력 등에서 내재적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최대 45만원

까지 지급되는 전문직위 수당의 경우에도 외재적 직무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의 경우 내·외적 직무만족도가 비전문

관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가설(2)를 세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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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절 자료수집 방법

   연구집단인 전문직위(전문관)와 비교집단의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및 직무만족도

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비교하기 위해 내적타당성 위협요인(성별, 나이, 학력, 배우

자 유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직위(전문관) 전체를 연구집단 표본으

로 하는 한편,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집단은 할당표본추출을 사용하고

자 한다. 비확률표본추출은 확률표본추출에 비해 대표성확보 및 오차 추정가능성에

서 취약하나, 확률표본추출인 층화표본추출과 유사하며, 연구대상인 전문직위(전문

관)을 직급, 직렬, 근무지 등으로 카테고리화 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비교집단인 비전문관(일반

공무원)을 직급·직렬·근무지·현직급임용일 별로 실험집단에 비례하여 추출하고

자 하였다. 또한 본청, 북부청, 직속기관·사업소 각각의 근무지 중에서 최대한 전

문관과 동일한 실국·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비전문관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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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통계량

   실험집단인 전문직위 전문관 80명과 비교집단인 비전문관 160명 등 연구대상 

총 240명을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과 통제변수인 근무지(본청/사업소), 직

렬(행정/시설/기타), 직급(4급/5급/6급), 배우자유무(배우자유/배우자무), 연령(50

대/40대/30대), 총재직기간(36년이상/31년이상/26년이상/21년이상/16년이상/11년

이상/6년이상/5년이하), 성별(남/여), 학력(석사/학사/전문대졸/고졸) 및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및 직무만족도의 주요 통계량을 분석하였다.

   1. 종속변수 통계량

   종속변수인 직무성과의 경우 70점 만점의 근무성적평정으로 평가되는데, 연구대

상 240명의 평균 직무성과는 57.19점이며, 최대값은 70점, 최소값은 37.7점으로 

나타났다. 리커트척도에 의해 내재적 만족도와 외재적 만족도 총 20문항으로 구성

된 설문을 통하여 조사된 직무만족도의 경우, 최대값 100점, 최소값 58점이었으며 

평균은 75.37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과 비교집단인 비전문관 160명을 분리하여 직

무성과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인 전문관의 평균 직

무성과는 58.9점으로 비교집단인 비전문관의 평균 직무성과 56.34보다 높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또한 실험집단의 평균 직무만족도는 80.79점으로 비교집단의 평균 

직무만족도 72.66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종속변수(직무성과·직무만족도) 통계량

Mean Median Mode Std. Deviation Maximum Minimum

직무성과 57.19 56.90 64 6.579 70 37.7

직무만족도 75.37 75.00 74 6.535 10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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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변수 통계량

   비교집단인 비전문관의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0”이므로 독립변수 통계량 분석

을 생략하였고,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의 전문직위 근무기간 관련 통계량만을 분

석하였다.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의 전문관으로서의 재직기간은 평균(mean) 

2.62년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최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전문관의 재직기간은 

6.42년이었으며, 최소기간 근무하고 있는 전문관의 재직기간은 0.25년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중위값(median)은 2.25년으로 빈도수는 9명이었으며, 최빈값(mode)

은 1.75년이며 빈도수는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전문관 80명)의 종속변수(직무성과·직무만족도) 통계량

Mean Median Mode Std. Deviation Maximum Minimum

직무성과 58.9 59.55 64 7.092 70.0 37.7

직무만족도 80.79 81.5 81 6.274 100 62

비교집단(비전문관 160명)의 종속변수(직무성과·직무만족도) 통계량

Mean Median Mode Std. Deviation Maximum Minimum

직무성과 56.34 54.8 52 6.154 70.0 38.9

직무만족도 72.66 73.5 74 4.739 84 58

[표 5-2] 실험집단(전문관 80명)의 독립변수 통계량

Mean Median Mode Std. Deviation Maximum Minimum

전문직위 
근무기간

2.62 2.25 1.75 1.24 6.42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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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제변수 통계량

   8개의 통제변수 중에서 근무지의 경우 전체 연구대상 240명 중에서 본청 근무

자는 189명이고 사업소 근무자는 51명이었다. 직렬의 경우 전체 연구대상 240명

이 11개 직렬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행정과 시설직렬을 제외하

고 기타직렬로 구분하였다. 행정직렬은 63명, 시설직렬은 90명, 환경·수의 등 기

타직렬은 87명이었다. 배우자유무 변수의 경우 현재 ‘배우자유’인 연구대상은 

228명이고, 현재 ‘배우자무’인 연구대상은 1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을 기준으로 전문대졸, 학사, 석사를 연속형 변수로 하였으며 고졸 7

명, 전문대졸 21명, 학사 157명, 석사 55명으로 연구대상 중에서 학사가 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30대, 40대, 50대로 나

누고 더미변수를 2개로 하였는데, 30대 34명, 40대 133명, 50대 73명으로 분석되

었으며 그 중에서 40대가 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의 경우

는 여성을 기준으로 남성을 더미변수로 하였다. 전체 240명중에서 여성 40명, 남

성 200명으로 남성이 전체 연구대상의 83%를 차지하고 있었다. 재직기간은 5년 

단위로 5년이하, 6년이상, 11년이상, 16년이상, 21년이상, 26년이상, 31년이상, 

36년이상 등 총 8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5년이하 4명, 6

년이상 11명, 11년이상 55명, 16년이상 54명, 21년이상 60명, 26년이상 45명, 

31년이상 5명, 36년이상 6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21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25%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 통제변수 통계량

근무지 직렬
본청 사업소 계 행정 시설 기타 계

실험집단 63 17 80 실험집단 21 30 29 80
비교집단 126 34 160 비교집단 42 60 58 160

총계 189 51 240 총계 63 90 87 240

성별 직급
남 여 계 4급 5급 6급 계

실험집단 69 11 80 실험집단 2 23 55 80
비교집단 131 29 160 비교집단 4 46 110 160

총계 200 40 240 총계 6 69 165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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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240명)의 통제변수(학력·재직기간) 통계량
Mean Median Mode Std. Deviation Maximum Minimum

학력 3.08 3 3 0.654 4 1
재직기간 20.08 18 23 7.044 38 3

실험집단(전문관 80명)의 통제변수(학력·재직기간) 통계량
Mean Median Mode Std. Deviation Maximum Minimum

학력 3.21 3 3 0.630 4 1
재직기간 20.75 23 23 6.458 38 3

비교집단(비전문관 160명)의 통제변수(학력·재직기간) 통계량
Mean Median Mode Std. Deviation Maximum Minimum

학력 3.02 3 3 0.658 4 1
재직기간 19.75 18 13 7.316 38 3

배우자유무 연령
배우자유 배우자무 계 50대 40대 30대 계

실험집단 78 2 80 실험집단 29 43 8 80
비교집단 150 10 160 비교집단 44 90 26 160

총계 228 12 240 총계 73 133 34 240

학력(연속형변수)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계

실험집단 25 48 6 1 80
비교집단 30 109 15 6 160

총계 55 157 21 7 240
※ 학력 : 석사(4), 학사(3), 전문대졸(2), 고졸(1)

재직기간(연속형변수)
36년이상 31년이상 26년이상 21년이상 16년이상 11년이상 6년이상 5년이하 계

실험집단 1 3 14 25 19 15 2 1 80
비교집단 5 2 31 35 35 40 9 3 160

총계 6 5 45 60 54 55 11 4 240
※ 재직기간 : 36년이상(38), 31년이상(33), 26년이상(28), 21년이상(23), 16년이상(18), 11년이상(13), 6년이상(8), 5년이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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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회귀분석

   1.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로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더미변수로 처리한 후, 전문직위 근

무기간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하였다. 비교집단인 비전문관 160명

을 기준으로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의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더미변수 ‘1’로 처

리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5-4] 전문직위 근무기간(더미변수)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VIF

직무성과

상수 50.454 2.985 16.903 .000

전문직위 근무기간(더미변수) 1.918 .786 .138 2.440 .015* 1.054

통제변수

재직기간 .419 .096 .449 4.389 .000** 3.459

학력 -.060 .589 -.006 -.102 .919 1.133

근무지(더미변수) -2.293 .953 -.143 -2.406 .017*** 1.095

배우자유무(더미변수) -.453 1.734 -.015 -.261 .794 1.095

성별(더미변수) -.699 1.150 -.040 -.608 .544 1.409

직렬(행정)_Dummy1 1.305 1.042 .087 1.253 .212 1.611

직렬(시설)_Dummy2 .568 .912 .042 .623 .534 1.495

직급(4급)_Dummy1 -.849 2.871 .020 -.296 .768 1.541

직급(5급)_Dummy2 -3.816 1.094 -.263 -3.489 .001**** 1.880

연령(50대)_Dummy1 2.889 1.944 .202 1.486 .139 6.136

연령(40대)_Dummy2 .659 1.357 .050 .486 .628 3.492

R = .560,  R2 = .313,  수정된 R2 = .277,
F = 8.635,  p = .000,  Durbin-Watson = 1.472

* p < .05,  ** p < .01,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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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의하면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00에서 8.635의 수치를 보이며, 회

귀식에 대한 R2 =.313으로 31.3%(수정계수에 의하면 27.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Durbin-Watson 값이 1~3 사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

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Durbin-Watson 값이 1.472로 잔차들 간에 상관

관계가 거의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종속변수인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유의확률 p<.05에서 t=2.440으로 나타나 직무성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재직기간, 근무지, 

직급(5급)_Dummy2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무지와 재직기간 및 직급(5

급)_Dummy2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β값을 비교한 결과 근무지(β=-.143), 재직

기간(β=.449), 직급(5급)_Dummy2(β=-.263)으로 나타나 연속형 변수인 재직

기간이 직무성과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무지와 직급

(5급)_Dummy2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β값이 음수(-)인 것으로 나타나 종속변수

인 직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 의하면 공차한계

(Tolerance)가 모두 .100 이상이며, VIF가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

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직무성과가 전문직위 근무기간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독립변수로, 근무지·직렬·직급·배우자·학력·연령·성

별·재직기간을 통제변수로, 직무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연구대상 전체 240명의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연속형 변수로 처리한 후 실험

을 진행함으로써,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의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더미변수로 처리

하여 진행한 첫 번째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표 5-5] 전문직위 근무기간(연속형변수)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VIF

직무성과
상수 50.993 2.909 17.529 .000

전문직위 근무기간(연속형변수) 1.117 .257 .243 4.340 .000*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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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직렬·직급·배우자·연령·재직기간·성별·학력 등 8개의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00에서 10.158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 =.349으로 

34.9%(수정계수에 의하면 31.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Durbin-Watson 값이 1~3 사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Durbin-Watson 값이 1.453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

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독립변수인 전

문직위 근무기간이 종속변수인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유의확률 p<.01에서 t=4.340으로 나타나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재직기간, 근무지, 직급(5

급)_Dummy2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무지와 재직기간의 표준화된 회귀

계수 β값을 비교한 결과 근무지(β=-.132), 재직기간(β=.433), 직급(5

통제변수

재직기간 .404 .093 .433 4.345 .000** 3.464

학력 -.286 .575 -.028 -.496 .620 1.143

근무지(더미변수) -2.122 .929 -.132 -2.285 .023*** 1.168

배우자유무(더미변수) -.532 1.688 -.018 -.315 .753 1.095

성별(더미변수) -.605 1.118 -.034 -.541 .589 1.405

직렬(행정)_Dummy1 1.417 1.014 .095 1.398 .163 1.610

직렬(시설)_Dummy2 .714 .888 .053 .804 .422 1.497

직급(4급)_Dummy1 -.007 2.804 .000 -.002 .998 1.552

직급(5급)_Dummy2 -3.403 1.071 -.235 -3.178 .002**** 1.901

연령(50대)_Dummy1 2.417 1.896 .169 1.275 .204 6.158

연령(40대)_Dummy2 .476 1.322 .036 .360 .719 3.497

R = .591,  R2 = .349,  수정된 R2 = .315,
F = 10.158,  p = .000,  Durbin-Watson = 1.453

* p < .01,  ** p < .01,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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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_Dummy2(β=-.235)으로 나타나 연속형 변수인 재직기간이 직무성과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무지와 직급(5급)_Dummy2의 표준

화된 회귀계수 β값이 음수(-)인 것으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직무성과에 부정적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 의하면 공차한계(Tolerance)가 모두 

.100 이상이며, VIF가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각각 더미변수로 처리하고 진행한 실험과 연속

형 변수로 처리하고 진행한 실험을 비교한 결과,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년’단위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고 진행한 실험에서의 상수값은 50.993로 더미변수로 처리한 

실험에서의 상수값 50.454 보다 더 높게 나온 반면, 회귀계수(B)는 더미변수로 처

리한 후 진행한 실험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1.918 > 1.117). 따라서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비전문관을 기준으로 실험집단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을 때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만을 대상으로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하였다.

[표 5-6]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전문관 80명)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VIF

직무성과

상수 50.454 2.985 16.903 .000

전문직위 근무기간 1.917 .548 .334 3.498 .001* 1.346

통제변수

재직기간 .513 .162 .467 3.167 .002** 3.221

학력 .825 .979 .073 .842 .403 1.120

근무지(더미변수) -1.736 1.569 -.101 -1.106 .272 1.226

배우자유무(더미변수) -2.460 4.190 -.054 -.587 .559 1.273

성별(더미변수) -2.466 2.021 -.121 -1.220 .227 1.442

직렬(행정)_Dummy1 .344 1.631 .021 .211 .834 1.532

직렬(시설)_Dummy2 .764 1.463 .053 .523 .603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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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의하면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00에서 6.732의 수치를 보이며, 회

귀식에 대한 R2 =.547으로 54.7%(수정계수에 의하면 46.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Durbin-Watson 값이 1~3 사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

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Durbin-Watson 값이 1.967로 잔차들 간에 상관

관계가 거의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종속변수인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유의확률 p<.01에서 t=3.498로 나타나 직무성과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재직기간, 직급(5

급)_Dummy2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직기간과 직급(5급)_Dummy2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β값을 비교한 결과 재직기간(β=.467), 직급(5급)_Dummy2

(β=-.281)으로 나타나 연속형 변수인 재직기간이 직무성과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급(5급)_Dummy2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β값이 

음수(-)인 것으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직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 의하면 공차한계(Tolerance)가 모두 .100 이상이며, VIF가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비교집단인 비전문관을 기준으로 실

험집단인 전문관을 더미변수로 처리한 실험, 연속형 변수로 처리한 실험, 실험집단

인 전문관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 모두에서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직무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인 전문관을 더미변수로 처리하고 

진행한 첫 번째 실험에서 종속변수인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급(4급)_Dummy1 .430 4.767 .010 .090 .928 1.648

직급(5급)_Dummy2 -4.381 2.001 -.281 -2.190 .032*** 2.440

연령(50대)_Dummy1 2.688 3.087 .185 .871 .387 6.645

연령(40대)_Dummy2 -.479 2.427 -.034 -.198 .844 4.372

R = .739,  R2 = .547,  수정된 R2 = .465,
F = 6.732,  p = .000,  Durbin-Watson = 1.967

* p < .01,  **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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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로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전문직위 근무

기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하였다. 비교집단인 비전문관 160명

을 기준으로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의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더미변수“1”로 처

리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5-7] 전문직위 근무기간(더미변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VIF

직무만족도

상수 66.739 2.625 25.422 .000

전문직위 근무기간(더미변수) 8.092 .691 .585 11.703 .000* 1.054

통제변수

재직기간 .088 .084 .094 1.043 .298 3.459

학력 -.011 .518 -.001 -.022 .983 1.133

근무지(더미변수) 3.148 .838 .197 3.755 .000** 1.166

배우자유무(더미변수) .390 1.525 .013 .256 .798 1.095

성별(더미변수) -.868 1.011 -.050 -.859 .391 1.409

직렬(행정)_Dummy1 3.301 .916 .223 3.604 .000*** 1.611

직렬(시설)_Dummy2 1.841 .802 .137 2.295 .023**** 1.495

직급(4급)_Dummy1 -.153 2.525 -.004 -.061 .952 1.541

직급(5급)_Dummy2 .329 .962 .023 .342 .733 1.880

연령(50대)_Dummy1 .087 1.710 .006 .051 .959 6.136

연령(40대)_Dummy2 .730 1.194 .056 .612 .541 3.492

R = .679,  R2 = .462,  수정된 R2 = .433,
F = 16.225,  p = .000,  Durbin-Watson = 1.777

* p < .01,  ** p < .01,  ***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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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의하면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00에서 16.225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 =.679으로 67.9%(수정계수에 의하면 43.3%)의 설명력을 보이

고 있다. 일반적으로 Durbin-Watson 값이 1~3 사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Durbin-Watson 값이 1.777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

하여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유의확률 p<.01에서 t=11.703으로 나타나 직무만

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근무지, 

직렬(행정)_Dummy1, 직렬(시설)_Dummy2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무지와 직렬(행정)_Dummy1, 직렬(시설)_Dummy2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β값을 

비교한 결과 근무지(β=.197), 직렬(행정)_Dummy1(β=.223), 직렬(시

설)_Dummy2(β=.137)으로 나타나 직렬(행정)_Dummy1이 직무만족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 의하면 공차한계(Tolerance)가 

모두 .100 이상이며, VIF가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직무만족도가 전문직위 근무기간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독립변수로, 근무지·직렬·직급·배우자·학력·연령·성

별·재직기간을 통제변수로,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연구대상 전체 240명의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연속형 변수로 처리한 후 실험

을 진행함으로써,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의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더미변수로 처리

하여 진행한 첫 번째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표 5-8] 전문직위 근무기간(연속형변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VIF

직무만족도

상수 67.517 2.446 27.607 .000

전문직위 근무기간(연속형변수) 3.010 .216 .658 13.906 .000* 1.091

통제변수 재직기간 .048 .078 .052 .620 .536 3.464



- 42 -

   근무지·직렬·직급·배우자·연령·재직기간·성별·학력 등 8개의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

은 F 통계값이 p=.000에서 21.671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 =.534으

로 53.4%(수정계수에 의하면 50.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Durbin-Watson 값이 1~3 사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Durbin-Watson 값이 1.75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독립변수인 전문직

위 근무기간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위 근

무기간은 유의확률 p<.01에서 t=13.906으로 나타나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무지, 직렬(행정)_Dummy1, 직렬(시설)_Dummy2, 전

문직위 근무기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β값을 비교한 결과 근무지(β=.228), 직렬

학력 -.284 .484 -.028 -.587 .558 1.143

근무지(더미변수) 3.639 .781 .228 4.661 .000** 1.168

배우자유무(더미변수) .374 1.419 .013 .264 .792 1.095

성별(더미변수) -.391 .940 -.022 -.416 .678 1.405

직렬(행정)_Dummy1 3.694 .852 .249 4.335 .000*** 1.610

직렬(시설)_Dummy2 2.240 .747 .166 3.000 .003**** 1.497

직급(4급)_Dummy1 1.475 2.358 .035 .626 .532 1.552

직급(5급)_Dummy2 .996 .900 .069 1.107 .270 1.901

연령(50대)_Dummy1 -.487 1.594 -.034 -.305 .760 6.158

연령(40대)_Dummy2 .429 1.112 .033 .386 .700 3.497

R = .731,  R2 = .534,  수정된 R2 = .509,
F = 21.671,  p = .000,  Durbin-Watson = 1.754

* p < .01,  ** p < .01,  *** p < .01,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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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_Dummy1(β=.249), 직렬(시설)_Dummy2(β=.166), 전문직위 근무기간

(β=.658)로 나타나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직렬(행정)_Dummy1이 직무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소에 근무하는 것 보다 본청에 근무할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기타 소수직렬보다 시설직, 행정직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유무, 연령, 재직기간, 성별, 직급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 의하면 공차한계

(Tolerance)가 모두 .100 이상이며, VIF가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

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더미변수로 처리하고 진행한 실험과 연속형 변

수로 처리하고 진행한 실험을 비교한 결과,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년’단위 연속

형 변수로 처리하고 진행한 실험에서의 상수값은 67.517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한 

실험에서의 상수값 66.739 보다 더 높게 나온 반면, 회귀계수(B)는 더미변수로 처

리한 후 진행한 실험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8.092 > 3.010). 따라서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비전문관을 기준으로 실험집단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을 때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만을 대상으로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하였다.

[표 5-9]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전문관 80명)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VIF

직무만족도

상수 63.780 6.389 9.982 .000

전문직위 근무기간 2.361 .618 .465 3.819 .000* 1.346

통제변수

재직기간 .165 .183 .170 .902 .370 3.221

학력 .327 1.105 .033 .296 .768 1.120

근무지(더미변수) 1.046 1.770 .069 .591 .556 1.126

배우자유무(더미변수) 4.936 4.726 .124 1.044 .300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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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의하면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39에서 1.989의 수치를 보이며, 회

귀식에 대한 R2 =.263으로 26.3%(수정계수에 의하면 13.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Durbin-Watson 값이 1~3 사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

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Durbin-Watson 값이 2.263으로 잔차들 간에 상

관관계가 거의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하

여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유의확률 p<.01에서 t=3.819로 나타나 직무만족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통제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 의하면 공차한계

(Tolerance)가 모두 .100 이상이며, VIF가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

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비교집단인 비전문관을 기준으로 실

험집단인 전문관을 더미변수로 처리한 실험, 연속형 변수로 처리한 실험, 실험집단

인 전문관 80명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모두에서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직무만

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인 전문관을 더미변수

로 처리하고 진행한 첫 번째 실험에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

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더미변수) .029 2.280 .002 .013 .990 1.442

직렬(행정)_Dummy1 1.633 1.840 .115 .887 .378 1.532

직렬(시설)_Dummy2 2.574 1.650 .200 1.560 .124 1.492

직급(4급)_Dummy1 .263 5.377 .007 .049 .961 1.648

직급(5급)_Dummy2 2.883 2.257 .209 1.277 .206 2.440

연령(50대)_Dummy1 -2.977 3.483 -.231 -.855 .396 6.645

연령(40대)_Dummy2 -.829 2.738 -.066 -.303 .763 4.372

R = .513,  R2 = .263,  수정된 R2 = .131,
F = 1.989,  p = .039,  Durbin-Watson = 2.263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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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가설의 검증

   1. 가설(1) :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성과가 높을 것이다.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더미변수로 처리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한 첫 번

째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t=2.440, p<.05)로서 직무성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

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연속형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두 번째 실

험에서도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t=4.340, p<.01)로서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만을 대상으로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t=3.498, p<.01)로서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진행된 실험 결과 모두

에 의할 때,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성과가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

며, 본 실험에 의할 경우 가설(1)은 채택되게 된다.

   2. 가설(2) :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더미변수로 처리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한 첫 번

째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t=11.703, p<.01)로서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

고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연속형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두 번

째 실험에서도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t=13.906, p<.01)로서 직무만족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만을 

대상으로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t=3.819, p<.01)로서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진행된 

실험 결과 모두에 의할 때,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으며, 본 실험에 의할 경우 가설(2)는 채택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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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가설 검증의 요약

연번 가     설 채택여부

1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성과가 높을 것이다. 채택

2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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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전문직위에 임명된 전문관 80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비전문관인 일반

직 공무원 16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연구대상 총 240명의 전문직위 근무기

간 변화에 따른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를 회귀분석 하였다.

   비확률표본추출인 할당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집단 160명을 선정하였다. 

전문관과 직급·근무지·직렬·현직급임용년도가 최대한 동일하도록 선정하였으며, 

전문관이 소수 직렬인 관계로 인하여 동일한 조건을 갖춘 비교집단(비전문관)을 선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조건에 해당하는 비전문관을 비교집단으로 선정

하였다.

   실험은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독립변수로, 근무지·직렬·직급·학력·배우자유

무·성별·연령·재직기간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통제변수인 근무지의 경우 본청과 북부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청으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로 나

누었고 사업소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하였다. 행정, 시설, 수의, 환경 등 11개 직

렬에 분포되어 있는 연구대상 총 240명을 행정 63명, 시설 90명을 제외한 87명을 

기타직렬로 나누었으며 기타직렬을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배우자유무의 

경우 ‘배우자무’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더미변수로 하였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30대를 기준으로 40대와 50대를 더미변수로 하였다. 재직기간은 5년 이

하부터 36년 이상까지 5년 단위로 총 8개 구간으로 나누었으며, 구간의 평균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연속형 변수로 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기준으로 남성을 더미변수

로 하였고, 학력의 경우에는 석사·학사·전문대졸·고졸로 나누었으며 고졸을 기

준으로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3가지 유형으로 처리하여 분석함으

로써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첫 번째는 비교집단인 비전문관을 기준으로 실험집단인 전문관을 더미변수로 

처리한 후 진행되었다. 이 경우 비교집단인 비전문관의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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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리하였다. 두 번째는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연속형 변수로 처리

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은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만을 대상으로 전문직

위 근무기간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성과와 주관적 데이터인 직무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연구대상들이 지원부서, 사업부서 등 다양한 업무유형

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업무 수행에 따른 성과를 계량화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

하여, 근무실적(50%)과 직무수행능력(50%)으로 평가되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종

속변수인 직무성과로 하였으며, 70점 만점으로 하였다. 또한 직무만족도는 존재

감·성취감·경력·성장·관계·소통 등 내재적 직무만족도 14문항과 평가·승

진·복지·급여 등 외재적 직무만족도 6문항 등 5점식 리커트척도에 따라 총 20문

항을 구성 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독립변수인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는 연구가설을 수립하였고, spss 24.0을 활용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또한 근무지·

직렬·직급·연령·학력·배우자유무·성별·재직기간 등 8개의 통제변수를 고려하

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비전문관을 기준으로 전문관을 더미변수로 하여 진행한 

실험에 의하면, 유의확률 p<.05 수준에서 t=2.440으로 도출되어 전문직위 근무기

간이 길수록 직무성과가 높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얻을 수 있었다. 또한 R=.560이

며 R2=.313으로 나타나 전문직위 근무기간과 직무성과 사이에 뚜렷한 양적 선형관

계가 있으며, 직무성과는 전문직위 근무기간에 의해 31.3%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Durbin-Watson=1.472로 도출되어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고 진행한 실험에 의하면, 유의확률 p<.01 수준에서 t=4.340으로 도

출되어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성과가 높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얻을 수 

있었다. 또한 R=.591이며 R2=.349로 나타나 전문직위 근무기간과 직무성과 사이

에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으며, 직무성과는 전문직위 근무기간에 의해 34.9%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urbin-Watson=1.453로 도출되어 잔차

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험집

단인 전문관 80명만을 대상으로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험에 의하면, 유의확률 p<.01 수준에서 t=3.498로 도출되어 전문직위 근

무기간이 길수록 직무성과가 높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얻을 수 있었다. 또한 

R=.739이며 R2=.547으로 나타나 전문직위 근무기간과 직무성과 사이에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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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선형관계가 있으며, 직무성과는 전문직위 근무기간에 의해 54.7%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urbin-Watson=1.967로 도출되어 잔차의 독립성

에 문제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더미변수 및 연속형 변수로 각각 처리한 후 진행한 실험과 전문관 80명만을 대상

으로 진행한 실험 등 총 3가지 실험 모두에서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성

과가 높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가설이 채택되었다.

   5점식 리커트 척도에 의해 총 20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고 수행된 설문결과

를 반영한 직무만족도에 대해서도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역시 근무지·직렬·직급·연

령·학력·배우자유무·성별·재직기간 등 8개의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으

며,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더미변수, 연속형 변수로 각각 처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고 전문관 80명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비전문관을 기준으로 전문관을 

더미변수로 하여 진행한 첫 번째 실험에 의하면, 유의확률 p<.05 수준에서 

t=11.703으로 도출되어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유의미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R=.679이며 R2=.462로 나타나 전문직위 근무기

간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으며, 직무만족도는 전문직위 

근무기간에 의해 46.2%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urbin-Watson=1.777로 도출되어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연속형 변수로 처리한 후 진행된 두 

번째 실험결과에 의하면, 유의확률 p<.01 수준에서 t=13.906으로 도출되어 전문직

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R=.731이며 R2=.534으로 나타나 전문직위 근무기간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강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으며, 직무만족도는 전문직위 근무기간에 의해 53.4%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urbin-Watson=1.754로 도출되어 잔차의 독립성

에 문제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실험에 의하면 공차

한계(Tolerance)가 모두 .100 이상이며, VIF가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

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인 전문관 80명만

을 대상으로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험에 의하

면, 유의확률 p<.01 수준에서 t=3.819로 도출되어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

무만족도가 높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얻을 수 있었다. 또한 R=.513이며 R2=.263으

로 나타나 전문직위 근무기간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양적 선형관계가 있으며, 직무

만족도는 전문직위 근무기간에 의해 26.3%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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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Durbin-Watson= 2.263으로 도출되어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어 회귀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직위 근무기간을 연속형 변수 및 더미변수

로 각각 처리한 후 진행한 실험과 전문관 80명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등 총 3

가지 실험 모두에서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유의미한 결

과가 도출되었으며 가설이 채택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하여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의문이 들었던 전문직

위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며, 전

문직위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성과 창출을 통하여 정책수혜자인 국민에게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면서 추가적으로 전문직위제도 개선방안 및 합리적인 운영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제시된 의견을 분석해 보면 전문직위제도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

었던 반면, 일부 전문직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운영상 미흡한 점 

및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전문직위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문직위를 지정할 경

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일반행정 직렬

과 달리 수의·환경·공업·보건·방송통신·사회복지직렬 등과 같이 직렬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의 구성원 누구라도 유사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위로 지정되지 않은 비전문관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직위 지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직

속기간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소수직렬의 경우 순환보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문직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수직렬을 전

문직위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소수직렬의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된 보직을 제외한 잔여 보직에 대해서만 비전문관을 순환보직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만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일례로 수의직렬의 경우 (북부)동물위생시

험소에서 근무하면서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전염병 역학조사 등의 업무 수행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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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도축·도계장 등 현장에서 검역업무도 순환근무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검역업

무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기피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의직 가임여성 공무원들

의 육아휴직 신청이 증가하는 등 현장 검역업무를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직위를 신청하여 

전문관으로 임용될 경우, 전문관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수의직렬 동료 공무원들이 

현장 검역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동료들에게 불만·애로사항

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직위가 지정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평가·관리가 이루어져야 전문직

위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철도 및 대규모 산

업단지 건설 등 한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를 요하는 지속사업의 경우 장기간 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사업이 완료되어 더 이상 전문직위로서 유지할 필요

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정되었던 전문직위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재평가와 점검을 통해 더 이상 전문직위로서 존속이 필요 없는 직위는 과감히 해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전

문직위 수당 및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단순히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수당과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

후평가 등 지속 점검·관리를 통해 가점과 수당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2010년 도입되어 7년째를 맞고 있는 전문직위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위에 임명된 전문관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전문

직위로 지정된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2015년 이후 지정된 전문직위를 제외하

고 2010년~2014년까지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전문관이 임용되어 있는 직위를 대

상으로 재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5년 이전에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

위를 보유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장·팀장·전문관 당사자·부서원들에게 해당 부

서의 전문직위 존속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는 한편, 전문직위에 대한 직무분

석 등을 통해 직위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완료되는 등 더 이상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동료 직원들이 전문직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동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큼 전문성을 요

하지 않는 직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기존에 지정되었던 직위를 해제하는 등 전문

직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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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가 

모두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따

르면 향후 전문직위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

겠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실험을 수행하면서 개선 및 보완

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던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매칭(matching)이 얼마나 완벽하였는지에 대

한 문제이다. 비교집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 80명과 직

렬·직급·근무지·현직급 임용시기의 조건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선정하였다. 그러

나 일부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인력풀이 부족하여 전문관과 현직급 임용시기가 일치

하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관보다 현직급 임용시기

가 1~2년 빠르거나 오히려 느린 비전문관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문관과 현직급 임용시기·직렬·직급이 일치하더라도 근무지가 정확히 일치

하는 비전문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근무지·직렬·직급·현직급 

임용시기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부여받은 직무의 유형이 기획·지원

업무와 현장·사업업무로 나뉘는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완벽하게 일치시키

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표본추출 방식에 의한 비교집단 

선정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조건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본 

실험 결과에 의해 도출되었듯 전문직위 근무기간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종속변수인 직무성과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직무성과는 조직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정도(또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직무성과로 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조직 

및 부서의 목표와 공무원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조직 및 부서

의 목표가 명확하고 그 결과 측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성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구대상이 속한 조직 및 부서가 지원부서인지 사업

부서인지 여부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목표가 완전히 상이하며, 그 결과를 계량화하

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옳지 않

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필수보직기간이 지나면 순환보직을 해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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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바뀌는 경우, 결과에 대한 기여

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직무성과로 정하였지만, 근무

성적평정 역시 공무원의 직무성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표이

다.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평가되는데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특별히 차이나지 않을 경우 연공서열(현직급 임용일 또는 최초 임

용일)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의 종속변수인 직무성과는 근무성적평정과 더불어 소속 부서의 목표 달성에 대한 

BSC 평가 결과 및 부서에 대한 대민만족도 측정 등 직무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지

표를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더라면 본 실험의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타당성

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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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Job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Public 

Official Professional Position(Specialist)

-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

Hyun, Byung Ch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80 specialists appointed for 

professional position and 160 non-specialists, in total 240 public 

officials working at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The basic 

principl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public sector is to train 

generalists by rotating position after 18 months of compulsory 

assignment period while experiencing various tasks, and to prevent and 

reduce the possibility of corruption caused through mannerism and 

alliance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from working in one position 

too long. However, the professional position system is implemented to 

make positions that require building professionalism and know-hows 

through working in one position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assigning 

professional posi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rofessional position 

system in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achievements 

of the system, whether it has contributed to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job 

satisfaction of specialists who work in the same place for a long term. 

Furthermore, as there weren’t any precedent study rela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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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position system which is the topic of this study, the 

interest in the effect of extra compensations and additional points that 

induce the long-term duty of specialists has triggered this study. 

The comparative group of 160 people was carefully selected, so the 

occupational group, the rank, the workplace, and the time of current 

rank appointment is as similar as possible with 80 specialists. The 

entire research subjects of 240 were categorized under the workplace, 

the occupational group, and the service period.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service period in a professional position as a continuous variable 

and a dummy variable. Also, the job performance and the job 

satisfaction are dependent variables. And the workplace, the 

occupational group, age, the distinction of sex, the education level and 

spouse are control variables. The job performance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used the job performance evaluation record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hard to measure the job performance of a public official. The 

job satisfaction is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job satisfaction and 

the Likert scale of one to five was used to form questionnaires,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The workplace was classified into the 

headquarters(the northern district office), the executive institution(the 

branch) for dummy variables. As for the occupational group, there 

search subjects of 240 public officials who were spread around 11 

occupational groups were divided into three dummy variables of the 

administrative occupational group of 63, the facility occupational group 

of 90 and the other occupational group of 87.

This study used the SPSS 24.0 to run the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collected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working period in 

professional position(+) affected the job performance significantly. Also 

the working period in professional position(+) appeare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job performance. Among three categories, the 

working period in professional position resulted to have the most 

significant effec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hypothesis that the job satisfaction will be higher as the job 

performance gets higher, the hypothesis was chosen as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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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showed a meaningful influence toward the job satisfaction.

Such study results were drawn as the extra compensation of KRW 

450,000 at max and three additional points provided to induce the 

long-term service of employees appointed as specialists to accumulate 

professionalism positively affected the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a diversity of opinions 

proposed on the survey, effectiveness of professional position system 

such as reconsidering on the professional position that don’t need to 

exit anymore because of business completion will be improved.

keywords : Professional Positon, Specialist, Job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Student Number : 2012-2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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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자료

연번

통제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근무지 직렬 직급
배우자
유무

연령 성별 학력 재직기간
전문직위 
근무기간
(년단위)

직무성과 직무만족도

1 본청 시설 4급 배우자유 50대 남 4 38 0 64.7 75

2 본청 시설 4급 배우자유 50대 남 3 38 1.83 68.8 80

3 본청 시설 4급 배우자유 50대 남 3 38 0 65.0 76

4 본청 행정 4급 배우자유 50대 남 1 38 0 65.2 78

5 본청 행정 4급 배우자유 50대 남 4 38 0 64.8 77

6 본청 행정 4급 배우자유 50대 남 4 33 1.83 67.6 81

7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2 38 0 66.1 66

8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2 33 1.83 65.8 82

9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33 0 62.7 74

10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33 4.83 68.5 89

11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33 0 58.8 75

12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2 28 0 63.6 79

13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56.7 73

14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56.1 65

15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63.9 76

16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63.0 78

17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55.8 73

18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1.83 61.2 81

19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3.25 55.5 85

20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8 1.83 63.6 82

21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2 28 2.33 57.3 83

22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8 0 51.7 74

23 사업소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2 28 1.33 52.7 79

24 사업소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52.9 70

25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8 0 47.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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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3 1.33 56.4 81

27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40대 남 4 23 0 53.7 73

28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8 0 60.3 75

29 사업소 시설 5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0 52.5 69

30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2.33 58.2 83

31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54.0 70

32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40대 남 4 28 0 47.5 74

33 본청 시설 5급 배우자무 30대 남 3 3 1.83 48.7 74

34 본청 시설 5급 배우자무 30대 남 3 8 0 54.3 75

35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30대 남 3 8 0 60.9 74

36 본청 시설 5급 배우자유 30대 남 3 8 0 61.8 76

37 본청 행정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8 1.83 60.5 81

38 본청 행정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8 0 59.1 76

39 사업소 행정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8 1.83 63.9 81

40 사업소 행정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64.0 75

41 본청 행정 5급 배우자유 40대 여 3 28 0 60.3 77

42 본청 행정 5급 배우자유 50대 여 4 28 2.83 57.3 83

43 본청 행정 5급 배우자유 40대 남 4 28 0 46.1 74

44 사업소 행정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3 1.83 59.7 81

45 본청 행정 5급 배우자유 40대 남 4 23 0 53.1 75

46 사업소 행정 5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0 54.5 70

47 본청 행정 5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1.33 49.1 84

48 본청 행정 5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0 54.3 79

49 사업소 행정 5급 배우자유 40대 여 4 18 0 53.9 75

50 본청 행정 5급 배우자유 40대 여 4 23 0 53.7 76

51 본청 행정 5급 배우자유 30대 남 3 3 0 55.3 75

52 본청 행정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3 0 54.9 79

53 본청 행정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13 2.33 56.5 82

54 본청 행정 5급 배우자유 30대 남 3 3 0 55.9 81

55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18 4.83 61.5 87

56 사업소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2.33 59.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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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3 0 54.3 72

58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3 0 51.9 70

59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3 0 52.7 76

60 사업소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8 3.67 68.6 86

61 사업소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8 0 52.5 64

62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3.67 55.5 86

63 사업소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3 0 52.9 61

64 사업소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60.3 66

65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40대 여 4 23 0 53.1 76

66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2 28 0 63.9 68

67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52.1 64

68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52.3 67

69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8 1.33 56.4 82

70 사업소 기타 5급 배우자유 40대 여 3 23 0 60.3 69

71 사업소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56.7 58

72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4.83 63.9 72

73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1 28 0 60.9 74

74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3 1.83 62.9 84

75 본청 기타 5급 배우자유 50대 남 2 28 0 59.9 82

76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50대 남 2 23 4.83 70.0 93

77 사업소 시설 6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3 3.67 68.5 88

78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여 4 23 2.25 68.2 83

79 사업소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4.25 67.0 86

80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0 63.6 73

81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67.6 70

82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64.3 75

83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1.75 65.2 79

84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62.7 74

85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2.25 56.1 79

86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2 18 0 55.5 74
87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52.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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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4 18 4.25 62.1 86

89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2.75 58.9 83

90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1.25 49.5 68

91 사업소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63.6 71

92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54.3 75

93 본청 시설 6급 배우자무 40대 남 3 18 0 51.7 74

94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52.3 75

95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50대 남 3 18 0 52.7 74

96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60.6 79

97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1.75 60.3 86

98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2.25 49.5 81

99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60.6 64

100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1.75 57.3 80

101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2.75 58.8 83

102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1.75 44.1 79

103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56.4 61

104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59.1 77

105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4 13 0 48.9 78

106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50.3 72

107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49.1 73

108 사업소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53.9 68

109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47.7 69

110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0 46.3 71

111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1.25 45.5 81

112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0.25 43.6 76

113 사업소 시설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0 49.7 67

114 사업소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52.7 75

115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1.75 45.9 79

116 사업소 시설 6급 배우자무 30대 남 3 13 0 52.9 68

117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0 43.3 73

118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44.5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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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0 51.5 75

120 본청 시설 6급 배우자무 30대 남 3 13 0 51.7 75

121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0 44.7 66

122 사업소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4 18 0 64.9 69

123 사업소 시설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8 0.75 54.9 79

124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8 0 49.1 74

125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8 0 52.5 77

126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50대 남 4 18 2.75 63.9 69

127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8 0 51.9 73

128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4 13 0 52.3 74

129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8 0 50.5 72

130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63.9 78

131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67.0 77

132 본청 시설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8 0 49.9 74

133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64.6 81

134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50대 남 3 18 4.83 57.9 77

135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23 2.75 67.2 82

136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4 23 4.83 65.8 83

137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0 48.3 77

138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23 0 67.0 84

139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0 66.4 76

140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0 61.5 72

141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1.75 64.0 69

142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18 0 62.1 77

143 본청 행정 6급 배우자무 40대 남 3 18 0 60.9 76

144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3.67 63.9 100

145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4 18 0 63.7 80

146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1 18 0 60.9 77

147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63.1 75

148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56.9 74

149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18 1.75 62.5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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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18 0 58.5 78

151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18 0 56.7 74

152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18 0 52.3 73

153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4 18 2.25 60.3 81

154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4 18 2.25 43.3 80

155 본청 행정 6급 배우자무 40대 여 3 18 2.25 58.3 77

156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1.25 56.1 74

157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13 0 54.7 76

158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3.25 58.1 83

159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52.9 78

160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13 0 38.9 74

161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75 37.7 78

162 본청 행정 6급 배우자무 40대 여 2 23 0 59.5 75

163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4 23 0 65.6 79

164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13 0 40.3 73

165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23 4.83 62.1 84

166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4 23 0 61.3 76

167 본청 행정 6급 배우자무 40대 여 2 23 0 60.9 77

168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23 0 46.5 75

169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8 0 54.1 73

170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47.3 78

171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8 2.25 56.9 74

172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30대 여 3 13 0 53.5 75

173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30대 남 4 13 0 59.7 76

174 본청 행정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63.3 79

175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23 0 52.7 68

176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여 4 23 3.67 64.6 85

177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63.9 67

178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18 0 61.4 61

179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0 61.9 66

180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18 0 56.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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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18 3.67 67.6 69

182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50대 남 3 28 0 66.4 64

183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23 3.67 59.4 86

184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8 4.83 69.4 88

185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8 0 70.0 69

186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52.3 61

187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18 3.67 60.9 86

188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52.5 68

189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여 4 23 0 63.4 69

190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3 2.75 54.1 84

191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50대 남 4 23 2.75 63.9 85

192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50대 남 1 28 0 66.0 80

193 본청 기타 6급 배우자무 40대 남 2 18 0 52.9 74

194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1.75 51.1 80

195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51.5 72

196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50.3 73

197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2 23 0 52.1 70

198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0 51.9 80

199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50대 남 2 23 0 50.9 70

200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1 23 0 52.1 73

201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2 13 0 52.3 72

202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4 23 2.75 65.2 80

203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1 23 1.75 51.7 82

204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50대 남 1 28 0 58.9 71

205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4 23 6.42 63.9 87

206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2.75 53.4 62

207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2 23 0 66.0 72

208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2 23 3.67 70.0 85

209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무 40대 여 3 23 0 61.1 70

210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59.7 66

211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50대 남 3 18 1.75 63.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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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56.9 74

213 본청 기타 6급 배우자무 30대 여 3 13 0 51.7 72

214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0 51.1 64

215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63.2 68

216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2 18 0 58.3 71

217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0 51.5 62

218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2.67 51.9 79

219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52.3 62

220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2 18 4.25 57.9 88

221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56.7 72

222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60.3 75

223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0 51.5 73

224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25 51.9 67

225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3 0 51.3 71

226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50대 남 2 23 0 66.6 70

227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50대 남 2 28 0 63.9 73

228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4 23 1.75 62.4 86

229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4 23 0 60.9 73

230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2.25 61.9 74

231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23 0 57.9 67

232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3.67 60.0 70

233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30대 여 3 13 0 52.5 70

234 사업소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3 0 52.1 78

235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2.25 52.1 83

236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여 4 13 0 52.3 73

237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30대 남 3 13 0 51.9 67

238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여 3 18 0 52.1 70

239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3 18 0 52.7 73

240 본청 기타 6급 배우자유 40대 남 4 13 3.25 52.5 8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

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본 설문조사는 「전문직위(전문관)의 직무성과와 직무만족도에 관

한 비교 연구」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

여 전문직위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과적인 인사관

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 어떤 

곳에도 이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도교수 : 김 동 욱

연 구 자 : 현 병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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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설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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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사 항

1.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만나이)? (     )

   ① 29세 이하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3. 귀하의 혼인유무는? (     )   ① 기혼     ② 미혼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     )

   ① 대학원 이상    ② 대졸    ③ 전문대졸    ④ 고졸 이하

5. 귀하는 전문직위(전문관) 입니까? (     )   ① 전문관   ② 비전문관

6. 귀하의 직렬은? (     )

   ① 행정  ② 토목  ③ 건축  ④ 공업  ⑤ 환경  ⑥ 보건  ⑦ 수의 

   ⑧ 전산  ⑨ 농업  ⑩ 녹지  ⑪ 사회복지  ⑫ 방송통신  ⑬기타(    )

7. 귀하의 총 재직기간은? (     )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25년    ⑥ 26∼30년   ⑦ 31∼35년    ⑧ 36년 이상

8. 귀하의 현재 근무부서 위치는? (     )

   ① 본청(수원)     ② 북부청(의정부)     ③ 직속기관·사업소

9. 귀하의 현 직급은? (     )

   ① 4급      ② 5급      ③ 6급      ④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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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문  항
⓵전혀 
그렇지
않다

⓶그렇지 
않다

⓷보통 
이다

⓸그렇다
⓹매우 
그렇다

내재적
직무

만족도

존재감
성취감

01. 나는 조직(부서) 발전에 도움이 되
며, 내가 없으면 나의 업무를 대체
할 사람이 없다. (     )

⓵ ⓶ ⓷ ⓸ ⓹

02.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나의 적성 또는 능력에 맞는다.

    (     )
⓵ ⓶ ⓷ ⓸ ⓹

03.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독자성과 자율성에 관한 상당한 
기회를 갖는다. (     )

⓵ ⓶ ⓷ ⓸ ⓹

04. 나는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낀다.

    (     )
⓵ ⓶ ⓷ ⓸ ⓹

05. 현재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우리 조직(부서)에서 중요하다.

    (     )
⓵ ⓶ ⓷ ⓸ ⓹

경력
성장

06. 현재 나의 업무는 향후 경력관리
에 도움이 된다. (     )

⓵ ⓶ ⓷ ⓸ ⓹

07.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나의 성장 또는 발전에 도움이 된
다. (     )

⓵ ⓶ ⓷ ⓸ ⓹

관계
(상사)

08. 나의 상사(부서장)는 리더십이 있
으며, 업무 수행능력이 탁월하다.

    (     )
⓵ ⓶ ⓷ ⓸ ⓹

09. 상사는 나의 업무를 이해하고 있
다. (     )

⓵ ⓶ ⓷ ⓸ ⓹

10.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 및 노력을 
인정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     )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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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동료)

11. 나의 동료 직원들은 맡은바 업무
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

⓵ ⓶ ⓷ ⓸ ⓹

12. 나의 동료 직원들은 서로 신뢰하
며 생활한다. (     )

⓵ ⓶ ⓷ ⓸ ⓹

소통

13. 나의 조직(부서)에서는 상사와 직
원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     )

⓵ ⓶ ⓷ ⓸ ⓹

14.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마련되어 있
다. (     )

⓵ ⓶ ⓷ ⓸ ⓹

외재적
직무

만족도

평가
승진

15. 우리 조직(부서)은 공정한 평가 시
스템을 갖추고 있다. (     )

⓵ ⓶ ⓷ ⓸ ⓹

16. 나의 업무성과 및 노력에 대해 공
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     )
⓵ ⓶ ⓷ ⓸ ⓹

17.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승진 및 이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
이다. (     )

⓵ ⓶ ⓷ ⓸ ⓹

복지
급여

18. 나는 조직의 복리후생 수준에 만
족한다. (     )

⓵ ⓶ ⓷ ⓸ ⓹

19. 현재 나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다. (     )

⓵ ⓶ ⓷ ⓸ ⓹

20. 현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고 있
는 급여(수당)는 나의 노력 및 업
무량에 비추어 적당하다. (     )

⓵ ⓶ ⓷ ⓸ ⓹

◈ (기타) 전문직위제도 및 전문관 운영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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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부여: 모든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매우 그렇지 않다=1
척도에서 가능한 최고점수=100점  응답자는 직무만족도가 높음
척도에서 가능한 최저점수=20점  응답자는 직무만족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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