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기초지방자치단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개인 및 조직 특성의 다층분석

A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Officials   

  in Primary Local Governments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김 태 우 



- i -

기초지방자치단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개인 및 조직 특성의 다층분석

지도교수 정 철 영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김 태 우

김태우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월

위 원   장      이       찬       (인)

부 위 원 장      정  철  영      (인)

위       원      최  수  정      (인)

위       원      안  정  화      (인)

위       원      최  동  선      (인)



- ii -

국문초록

기초지방자치단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개인 및 조직 특성의 다층분석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년

김 태 우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을 대상으로 개인 특성 및 기초지자체 조직 특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및 

조직 특성 변인의 효과, 개인과 조직 특성 변인 간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기초지자체 9급 일반직 공채시험을 거쳐 임용된 경력 3년 이하의 

8,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으로, 비례층화표집을 통해 총 35개 기초지자체에서 

1,40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

입 측정도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 멘토링, 신규자 교육만족도, 일

과 삶의 균형, 경력개발지원, 직무적합성, 경력정체성, 공직가치, 조직문화 측정

도구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문조사와 우편조사 및 온라

인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33개 기초지자체 95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최종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고, 다층분석은 HLM 7.0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의 전체 변량 중 기초지자체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12.3%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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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87.7%로 나타났다. 둘

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

지자체 특성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

원의 조직몰입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무경력자가 유경력자

보다, 멘토링 인식이 높을수록, 경력개발지원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적합성 인식

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학력의 관

계에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는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직급의 관계에서 기초지자

체별 평균 멘토링 수준, 경력개발지원 수준, 변화지향문화 수준, 과업지향문화 수

준,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

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 인식의 관

계에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 변화지향문화 수준, 과업지향문화 

수준,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상호작용효과를 보였으며,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력개발지원 인식의 관계에서 기초

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이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

원의 조직몰입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 수준뿐 아니라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도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특성뿐 아니라 기초지자

체 조직 특성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

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 특성 변인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제고를 위해 성

별, 연령 등 개인 배경 특성 및 경력유무와 같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유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경력개발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직무적합성, 멘토

링,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배치, 적응 및 경력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전문직업적 가치, 

전통적 가치의 중요도 인식과 조직몰입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기

초지자체별 신규자교육 시 이를 고려한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넷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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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인의 관계에서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기초지자체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다양한 맥락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실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결과가 축

적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종단연구와 비

교연구 및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신규 하위직 공무원에게 적합한 경력개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 선정에 있어서 

자율성 및 다양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초지자체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추구

하는 공직가치의 부합 정도를 높여야 한다. 끝으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특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의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주요어: 조직몰입,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다층분석, 위계적선형모형

학번: 2009 - 3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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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조직몰입은 조직행태(Organizational Behavior) 연구에서 중요한 관리전략으로,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낮은 이직률과 결근율, 소진

(burn out)을 방지하는 등 조직성과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Angle & Perry, 1981; Buchanan, 1974; Park & Rainey, 2007; Stazyk et al., 

2011; Yang & Pandey, 2009). 또한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목표와 가치를 반영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외부의 규제와 압력보다는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통제를 증가시켜 강한 동기적 함의를 가지므로 조직의 긍정적 활동에 

기여한다(김재성, 2015; 윤성현, 2014; 허만용, 1999).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조직

몰입에 따라 조직 구성원 개인의 직무 및 조직관련 태도,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

는 바가 달라진다고 제시하고 있다(강인주, 정철영, 2015; 박한규, 2011; 오진주, 

김진모, 2015; Allen & Meyer, 1990: Morrow, 1993; Neeru & Avinandan, 2004).

한편 세계적으로 중앙집권의 시대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나 초국가 시대 혹은 

지방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집권보다 지방분권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통치양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복잡하고 민감한 대민 지방행정서

비스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김성

신, 2010). 특히 기초지자체는 시, 군, 자치구의 공동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

된 최소단위의 자치단체로서, 분야별 특수성을 강조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행정, 복지행정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대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된

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 및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시각과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NPM) 도입으로 인한 과도한 성과 경쟁은 지자체 공무

원들이 근본적인 공직가치나 목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열의를 저하시키고,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

다(성수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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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지자체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이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직 지방공무원은 2015년 10,502명, 2016년 11,608명, 

2017년 11,713명이 채용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급변하는 고용환경으로 인해 직업안정

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도 기록

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김주연, 2013). 더구나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

업의 기회가 제한적인 지방일수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

고 있다. 하지만 오랜 수험기간을 거쳐 엄청난 경쟁을 뚫고 입직한 유능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의 조직몰입도가 입직 초기에 매우 낮다는 지적이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홍원기, 2014). 이선우와 조경

훈(2016)도 기존 공무원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에 대한 헌신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에 대한 헌신도가 기존 공무원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였다.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입직 초기,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가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지, 새로운 환경과 인간관계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입사한 조직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앞으로 자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

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주홍석, 정철영, 2014). 특히 입직 초기에는 담

당직무와 관료제의 최하위 역할 및 신세대가 갖는 특징 때문에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관료주의 문화가 지배적이며 관계지향문화가 강한 기초지자체

에 몰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

행요인들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직특성 관련 변인연구로서 김호균

(2007)은 전남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와 조직몰입 간 인과관계 고찰 연

구에서 위계지향문화일수록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우상엽(2011)은 서울과 수도권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제도의 인식수준이 높

을수록 조직몰입이 높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개인특성 관련 변인연구를 살펴보

면, 함수진(2001)은 서울시 본청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몰입의 성차를 

연구하였는데, 정서적 몰입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지속적 몰입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민영(2011)은 서울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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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자체 요인과 조직적 요인이 조직몰입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모(2013)는 경기도 기초지자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조직몰입도를 분석한 결과, 자기개발가능성, 동료관계 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외 조직몰입의 선행연구들은 연구대상이 주로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의 종사자였고, 공공 부문인 경우에도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의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마저도 단일기관 혹은 단일

지역으로 연구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공통적

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지자체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요인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고 그 결과도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조직몰입의 주체

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직몰입의 정의를 차용하였거나 관

련 변인들을 선정한 결과, 정확한 조직몰입 수준이 구명되지 못하고 관련 변인의 

영향력 또한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 외에 소속된 조직의 고유한 특성 변인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거나 축소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조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대부분 다수준

의 특성이 있다. 즉 조직에는 서로 의존적인 여러 층, 다시 말해 수준이 있으며, 

이런 수준 간 상호관련성이 구성원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Daft, 2004).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몰입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단일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일어나는 

다수준(Multi-level) 현상을 이론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만일 개인 및 조직 특

성을 종합적으로 구명함에 있어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고 있는 개인 특성과 조직

을 분석단위로 삼고 있는 조직 특성을 분산분석이나 다중회귀분석과 같은 전통

적인 단층구조 방식으로 분석할 경우, 조직수준의 효과가 차단되거나 혼재되어 

나타나게 된다(Bliese, 2000). 즉 개인특성 변수와 조직특성 변수를 동일한 수준에

서 분석한 결과, 각 변수가 갖고 있는 고유한 영향력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상호 간의 영향력이 다시 조직몰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설명하

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에 적합한 조직몰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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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한 뒤, 측정변인이 지니고 있는 위계적 자료의 속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

해 다층분석을 활용하여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수준을 구

명하고,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조직 특성 변인과 조직몰입의 조절효

과로서 개인특성 변인에 영향을 주는 조직특성 변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냄

으로써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조

직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행정서

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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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및 기초지자체 특성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및 기

초지자체 수준의 변량을 구명한다.

둘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기초지자체 조직 특성 변인이 조직몰

입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개인 특성 변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 

및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 간 상호작용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문제

첫 번째 연구목표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및 

조직수준의 변량을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 

및 기초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1.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의 총 변량 중 신규 하위직 공무원 

수준 및 기초지자체 수준이 설명하는 변량의 비율은 어떠한가?

1-2.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의 평균 수준은 기초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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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목표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기초지자체 

특성의 변량을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의 

설명량은 어느 정도인가?

세 번째 연구목표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의 변량을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1.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3-2.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의 설명량은 어느 정도인가?

네 번째 연구목표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신규 하

위직 공무원 및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4.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

성 변인에 대한 관계에서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어떠한가?

4-1. 조직특성 변인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에 대한 관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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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란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중앙정부로부

터 독립된 의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성한 

자치단체를 의미한다(이종수, 2009). 지자체는 계층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와 기

초지자체로 나뉘는데 기초지자체에는 시, 군, 자치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기초지

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일반직 9급 공채를 거쳐 임용된 자로서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8, 9급 공무원을 말한다. 

나.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이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조직 구성원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한 기초지자체에 애정과 일체감을 갖고 공직

가치를 내면화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

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조직몰입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조직몰입척도에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평균값이 높을수

록 조직몰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개인특성 변인

개인특성(individual characteristics)은 경험의 주체인 개인이 지닌 내재적 특성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 개인의 성별, 연령, 학력, 연고유무를 의미한다. 여기서 

연고유무란 소속 지자체에 고향을 두고 있거나 소재 학교를 졸업하였는지에 대

한 유무이다. 

∘직업적 특성 : 개인의 직급, 근무연수, 경력유무를 의미한다. 여기서 경력유무

란 공직입문 이전 공공 혹은 민간 부문의 경력 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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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가치 :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시하

는 기준과 지침을 의미하며 심동철(2017)의 연구에서 분류한 윤리적 가치, 전문

직업적 가치, 민주적 가치, 혁신적 가치, 전통적 가치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공직가치는 Witesman & Walters(2014)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심동철(2017)이 번안

하고 수정·보완한 척도에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공직가

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정체성 :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경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인지적 

방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경력정체성은 Verbruggen & 

Sels(2008)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이상진(2011)이 번안하고 남중수(2014)가 활용한 

척도에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경력정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적합성 : 개인의 성격, 지식, 능력 등의 특성이 자신의 직무와 적합한 정

도로서 개인의 특성이 특정 직무가 요구하는 기능과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Chatman, 1991). 이 연구에서 직무적합성은 Lauver & Kristof-Brown(2001)이 개

발하고 정동열(2014)이 수정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한 뒤 

이에 응답한 평균값으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직무적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신규자 교육 만족도 :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해당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신규

자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한 수준으로 핵심가치교육, 기초직무교육, 경력개발교육 

만족도의 합을 의미한다. 

∘멘토링 : 조직이나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멘토가 멘티

에게 조직적응을 돕고, 직무향상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영향을 주는 일련

의 과정으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멘토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 멘

토링은 Kram(1983)과 Burke(1984), Scandura & Ragins(1994)의 분류를 바탕으로 

멘토링에 대해 Noe(1988)가 개발하고 이만기(2007a)가 정리한 연구에서 실증적으

로 검증된 측정도구를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한 뒤 이에 응답한 점수를 조

직별로 평균한 값에 해당하며, 역채점한 평균값이 높을수록 멘토링에 대한 인식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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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특성 변인

조직특성(Organization characteristics)은 조직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타 조직과 구별되는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직문화 : 가치, 관습, 규범, 신념, 기대, 전제, 인지, 행동규범, 행동유형 등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보편화된 생활양식의 총체를 의미하며, 

관계지향문화, 변화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

서 조직문화는 Cammeron & Quinn(1999)에 의해 개발되어 백평구(2007), 정주연

(2010), 최동호(2010), 이선영(2011), 유정은(2012), 남중수(2014)의 연구에서 실증적

으로 검증된 측정도구를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한 뒤 이에 응답한 점수를 

조직별로 평균한 값에 해당하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각 조직문화 유형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개발지원 :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외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조직이 지원하는 총체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

성, 성장기회, 상사의 지원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Rothenbach(1982)

의 전략적 체계성과 운영적 체계성 측정도구, Iverson(1992)의 성장기회 측정도구

를 배현경(2013)이 총 17문항으로 수정한 측정도구, Greenhaus, Parasurman & 

Wormley(1990)의 상사의 지원 측정도구를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한 뒤 이에 

응답한 점수를 조직별로 평균한 값으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경력개발지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과 삶의 균형 : 일과 삶의 균형은 일과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인이 추구하

는 가치에 따라 가용자원을 조절·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균형감

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되며, 일-가정균형, 일-여가균형, 일-성장균형

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은 김정운과 박정열(2008)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김창엽(2016)이 수정한 척도를 본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한 뒤 

이에 응답한 평균값으로, 평균값이 낮을수록 조직 차원에서 일과 삶의 균형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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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대상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자로 시, 군, 자치구 소속의 3년 이하의 근무경력이 있

는 신규 하위직 8, 9급 공무원을 유의표집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지방 신규 공무원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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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가. 기초지자체의 개념과 기능

지자체란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성한 자치단체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부분적으로 실시

되거나 중단되다가 1995년 6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지역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관철하는 과정이다

(정세욱, 2000).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상위정부로부터의 분권, 지방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지방정부의 지배집단에 대한 중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해되고 있다(이승종, 2006).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보다 좁은 시, 군, 자치구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행정 조직이다. 즉 기초지자체란 시, 군, 자치구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과 책임 아래 스스로 또는 대의기관을 통하

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기초지자체는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주

민의 민주주의 훈련장으로 기능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안정장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행정기술적 측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행

정수요에 적합한 행정을 구현하고, 분야별 특수성을 강조하는 중앙정부 행정과 

달리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행정, 복지행정의 성격을 지닌다(장문학, 하상군, 이

호조, 2011). 

기초지자체는 일정한 권능을 가지는데,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자치입법권, 

지자체가 자기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자치조직권, 지자체가 자기의 독자

적인 사무를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관여 없이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자치행정권 

및 지자체가 자기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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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자치재

정권을 갖는다(윤한홍, 2014).

나. 기초지자체의 종류와 관계구조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종류는 시, 군, 자치구가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1

항). 시는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자치단체이며, 군은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자치단체로서 시와 함께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읍 또는 면, 리를 

관장한다.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자치단위로 하는 자치단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원래 그 구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

구 5만 명 이상인 지역이다. 건국 후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동시에 도 관할구

역 안의 기초지자체가 되었다. 한편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서 그 

도 관할구역 안의 시는 도의 단순한 하부행정구역이 됨으로써 자치권이 없는 시

가 생겼고, 이러한 시는 ‘행정시’로 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2010

년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

시는 17번째 광역지자체로서 기초지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은 농・어촌지역

에 설치된 기초지자체이다. 군은 우리나라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

니고 있다. 건국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에도 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만 

인정되다가 1961년 읍면자치제가 폐지되면서 기초지자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

었다. 자치구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 구역 안에 있는 기초지자

체이다. 1988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기초

지자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순수한 행정구역인 구는 ‘행정구’로 자치단

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지자체의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도 또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

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이는 시, 군, 자치구를 특별시, 광역시, 도의 하급기

관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 군, 자치구의 관할구역이 그 시 또는 도 구역

의 범위 안에 존재하며, 2개 이상의 시, 도 구역에 걸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최창호, 강형기, 2016).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

치도와 시, 군, 자치구는 법상으로는 대등한 법인이고 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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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226 25 16 8 10 5 5 5 ․ 31 18 11 15 14 22 23 18 ․

시 75 ․ ․ ․ ․ ․ ․ ․ ․ 28 7 3 8 6 5 10 8 ․

군 82 ․ 1 1 2 ․ ․ 1 ․ 3 11 8 7 8 17 13 10 ․

*구 69 25 15 7 8 5 5 4 ․ ․ ․ ․ ․ ․ ․ ․ ․ ․

*구는 자치구를 의미함

자료 : 2017 행정자치백서 p. 662 재구성. 

<표 Ⅱ-1>  우리나라 지역별 기초지자체 종류와 수

(2017, 12, 31 기준)

상, 하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독립법인으로서 각각 대

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전체와 부분의 입장에

서 지도・수용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초지자체 상호간, 광

역지자체 상호간은 물론,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사이의 관계도 대등관계가 원

칙이다. 각 자치단체는 소극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존중하고 침해하

지 않으며, 적극적으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자치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관계에 있

는 것이다(정재화, 허훈, 2017). 우리나라 지역별 기초지자체의 종류와 수는 <표 

Ⅱ-1>과 같다.

다.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정의와 특징

1)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정의

이 연구에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일반직 9급 공채시

험을 거쳐 임용된 후, 해당 기초지자체의 지방자치사무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담당한 8, 9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필요한 개념은 첫째, ‘신규’에 

대한 시간적 개념이고, 둘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상 개념이다. 

첫째, ‘신규’에 대한 시간적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eldman(198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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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연구에서 신입사원을 업무 경험이 10년 미만, 현재 조직에 소속된 기간이 5

년 미만인 재직자로 설정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으로부터 벗어난 직후

부터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2∼3년, 길게는 최대 5년 미만인 자로 설정하고 있다

(박경규, 윤종록, 임효창, 1999; 장주희, 2005; 오진주, 김진모, 2015). 그리고 장원

섭 외(2011)와 황영훈(2017)은 2010년을 전후로 수행된 연구들에서 신규 입사자가 

조직생활 및 업무수행 적응에 필요한 기간은 2∼3년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밝혔

다. 또한 조종현(2017)은 신입사원들이 입사 후 적응과정에서 3년을 전후로 이직

을 고려하며 조직에 남을 것인지에 대한 내면적 갈등 과정을 겪는 것으로 보았

다. 이 연구에서는 보통 2∼3년 주기로 업무가 바뀌는 공무원 인사의 특성과 신

규로 공직에 입문한 후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업무를 담당한 지 3년 이하인 

공무원을 신규 공무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한 조직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은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 

그룹은 해당 조직이 첫 직장인 신입직원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의 다른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여러 이유로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력직원이다.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경쟁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 중에 유경력자가 있다. 이

들은 최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공직의 안정성 등

의 이유로 다른 조직에 근무하다가 공직에 입문하는 사람들로, 이 연구에서는 이

들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에 유경력자도 포함하였다. 

둘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상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지

자체 신규 공무원은 광역지자체의 직급별(5급, 7급,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

해 선발된다. 5급 신규 사무관은 지방 행정고시를 통해 특정 직렬의 소수만이 임

용되고, 합격 후 평균 6개월간의 장기연수를 받으므로 실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상이하다. 따라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박천오, 

박시진, 2015; 송운석, 김재현, 2002; 허진영, 1989)를 보면 6급 이하를 중・하위

직 공무원으로 일컫는다. 그러나 7급 신규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달리 기초지자체

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자로서 조직 내부의 발언권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하위직이라는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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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3년 이하 근무경력이 있는 8, 9급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신규 하

위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일반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경력 3

년 이하 8, 9급 공무원으로 정의한다.

2)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특징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특징은 조직 내 주어진 직무와 역할, 그리고 

해당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에 의해 해석되고 규정될 수 있다. 김성신(2010)은  

하위직 공무원의 직무 및 역할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직무수행상 재량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정책을 입안하는 데 발휘되는 상위직 공무원의 재량권과는 달리, 민

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수행상 재량권으로, 주로 개별 사

안에 대한 단순한 판단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김성신, 2010). 한승주(2014)는 

하위직 공무원이 관료제의 맨 하위에 위치하므로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진 채 

의사결정권이나 재량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조직으로부터 무력감, 무의미성, 고

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둘째, 복잡․다양성을 갖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 행정에서 민원은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소관 업무분야의 범위가 명확하며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인 업무 관장이 가능한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업무의 종

류가 많고 다양하여 업무 부담이 많다(구익서, 2007). 더구나 지방분권화가 속도

를 내면서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지

방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 수준

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이러한 부담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정책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의 최종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

한 활동이 조직의 하위 계층에서 이루어지며, 정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정책 형성이 아니라 정책 집행(유훈, 1990)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둘 때,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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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선에 있는 정책집행자로서 하위직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승주(2014)는 하위직 공무원은 정책집행과정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업무에 종

사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직업적으로 요구하는 감정규범을 조율해야 하는 감정노동자의 특징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하위직의 일선 공무원(street-level 

bureaucrats)은 자신이 응대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봉사자의 태도를 유지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친절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감정노동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다. 

넷째, 품의(稟議)1) 기안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 행정은 계급제를 

중심으로 수직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내부 의사결정은 하위직 공무원의 품의

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하위직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동기부여를 고취시키

며, 향후 관리자가 될 수 있는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내 의사소통 및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한다(김동하, 1992). 

다섯째, 주민과 상위계층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한다. 주민과 더불어 호흡하며 

행정을 수행하는 기초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은 주민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정책

결정자인 상위계층에 보고함으로써 주민과 상위계층 간 의사소통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김성신, 2010). 

한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입직원의 대다수가 

소위 “신세대”라 불리는 20~30대로 구성되었음을 고려하고, 이들의 특성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맹주(2012)는 신세대들이 기성세대와 다른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세대와는 구분되는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 및 형

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Alsop(2008)은 인력(Workforce)의 세대적 특징을 전

통주의 세대(1925∼1945년), 베이비붐 세대(1946∼1964), X세대(1965∼1979년), 밀

레니엄 세대(1980∼2001년)로 나누었다. 밀레니엄 세대는 강한 권리의식, 미래에 

대한 낙천적 태도, 부모들의 헌신적 사랑과 관심을 받은 유복한 유년기, 참을성

의 부족, 일과 삶에 대한 균형 추구가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밀레니엄 세대는 자

유롭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free to be me)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1) 품의(稟議)는 부하가 의견을 제시(기안)하고 상관이 부하와 상의하여 최종결정(결재)를 내리는 행정의 

의사결정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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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eneration’으로 불릴 만큼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익숙한 세대들이다(Alsop, 

2008). 

국내 연구에서도 신세대에 관하여 비슷한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정성

호(2006)는 우리나라 신세대가 밀레니엄 세대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

다. 첫째, 유교적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을 추구하고, 탈권위주의와 적극적

인 자기표현 등 개인중심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사교, 정

보공유, 수평적 토론문화 등에 익숙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형성과 정보공

유에 적극적이다. 셋째, 재미를 중시하고 도전적이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으

로 옮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2011)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새로

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개성과 창의성이 있으며, 다양한 관심사와 경험을 

갖고 있고, 어학능력과 글로벌 감각이 뛰어나다(조종현, 2017; 주홍석, 2014). 이

와 함께 오세영, 권영상, 이수영(2014)은 신세대를 N(net)세대(1977∼1997년생)로 

규정하였다. N세대는 디지털 세대라는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 가상공간에 익숙한 세대이다(김기환 외, 

2009).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노

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신분을 경험한 세대라는 특징

이 있다. 선행연구(김병섭, 하태권, 1997; 김지영, 2007; 박지원, 2004; 임동진, 윤

수재, 2010; 오세영 외, 2014)에서 조사한 신세대 신입직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나’ 중심의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조직에 충성을 다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하기

를 원한다. 또한 평생직장의 개념이 줄어들면서 한 직장에서만 승진하고 인정받

기보다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직할 가

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신세대는 IMF로 인한 대량 구조조정과 취업난을 

겪은 세대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임금에도 불구하고 정년보장이라는 직업안

정성을 매우 중요한 직업가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에 대한 선호도가 매

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박찬오와 박시진(2015)의 연구 결과에서도 신세대인 하

위직 공무원들은 직종을 불문하고 내적 보상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으로 대표

되는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공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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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성세대보다 더 합리적이고 자기 납득성 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신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업부 부여 방식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려 하지 않는다.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성향

이 강하다. 그러나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한 

열정과 노력을 보이기도 한다.

셋째, 자유로운 사고와 의사표현을 선호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같이 위계질서

가 강한 관료적 조직구조 하에서는 자기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렵다. 특히 의사

결정권이 약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세대의 자유로운 사고는 조직 내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세대 간 높은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변화와 혁신에 대한 거부감이 작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정보

를 생성하고 공유하며 조직 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기존 관행

을 답습하며 반복되는 업무방식에 경직된 조직은 신세대 신규 공무원들에게 무

력감을 갖게 하며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성과평가에 대해 긍정적이다. 평가체계에 대한 만족과 관련하여 기성

세대보다 신세대가 성과평가를 더 선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주의에 기반한 

평가는 기초지자체 내 인간관계를 왜곡시키며 기회주의적 행태를 증가시켜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수영

(2011)과 한승주(2010)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성과평가로 인해 차별적인 

성과급을 받는 과정에서 위화감, 박탈감, 무력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조

직 내 인간관계가 줄어들며, 개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 행태가 증가하였다고 한

다. 특히 이러한 성과지향 중심의 평가는 위계지향적인 공직문화와 관계중심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기초지자체에서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더욱 큰 역할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2. 조직몰입

가. 조직몰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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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March & Simon(1958)이 처음으로 주창

한 이래, 조직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개념

으로 인식되어 왔다(강인주, 2015; 송운석, 1998; 조경호, 1993; Allen & Meyer, 

1993; Herbiniak & Alutto, 1972; Mathieu & Zajac, 1990; Yang & Pandey, 2009; 

Stazyk et al., 2011). 그러나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목적, 그리고 접근방법에 따

라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치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

다(김재현, 2000; 박찬우, 1999; 송성화, 2015; 최영삼, 2003; Morrow, 1993; 

Wilson, 1995).

조직몰입에 대해 Mowday, Porter, & Steers(1982)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강한 신뢰 및 심리적 애착감으로 조직을 위해 기꺼이 헌신

과 희생을 하겠다는 의사 또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려는 강한 욕구’로 정

의하였다. Meyer & Allen(1991)은 ‘조직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 수용

성이 내재화되는 것이며 조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고, Meyer 

& Herscovitch(2001)는 ‘조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하게 하는 확고한 정신상

태’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이 내린 조직몰입의 정의를 보면 강인주(2015)

는 ‘조직 구성원이 그들의 가치와 목표를 조직목표와 일체화시키고, 또한 조직 

구성원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상대적 정도’로 정의하였고, 서강석(2017)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으로 조직에 헌신

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고자 하는 강한 의지’라고 하였다. 또한 송영우

(2017)는 지자체공무원에 대한 조직몰입 연구에서‘공무원이 조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위해 신뢰하고 수용하며 헌신하고 

애착심을 갖고 몰두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한편, 연구자들은 조직몰입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조직몰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해 왔다(Angle & Perry, 1981; Balfour & 

Wechsler, 1990; Fischer & Mansell, 2009; Mathieu & Zajac, 1990; Meyer & 

Allen, 1991; Solinger et al., 2008). 그 결과, 초창기엔 행태적 접근(behavioral 

approach)과 태도적 접근(attitudinal approach)으로 대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Meyer & Allen 1991; 허만용, 1999), 최근에는 교환적‧행태적‧태도적‧규범적 접근 

등 보다 세부적인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허만용, 19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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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적 접근(exchange approach)은 조직몰입을 조직과 구성원 간의 교환관계로 

파악하는 입장으로서, 조직 구성원은 조직이 부여하는 보상 및 유인(inducement)

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또는 공헌의 이해타산에 따라 조직에 몰입한다고 보는 

것이다(Stevens, Beyer, & Trice 1978). 즉 개인은 보수, 연금 등 외재적 욕구가 

조직에 의해 충족되는 정도와 조직을 이탈하는 경우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

용을 비교하여 타산적으로 몰입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은 구성

원이 조직에 시간적‧물질적 투자를 많이 할수록 조직으로부터 이탈하기가 어렵다

는 Becker의 부차적 투자이론(side-bets theory)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최영삼, 

2003 재인용). 

행태적 접근(behavioral approach)은 어떤 명백하고 번복할 수 없는 행위로 자

신을 구속시키는 과정을 조직몰입으로 보는 입장이며, 한 번 실행된 행위가 태도

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반복되는 조건 등을 구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O’Reilly, Chatman & Caldwell 1991; Pfeffer & 

Lawler 1980). 이러한 접근은 행위가 태도를 강화하고, 다시 현재의 행위를 강화

시킨다고 가정하고 있다(Meyer & Allen, 1991). 동일한 관점에서 Salancik(1977)은 

조직몰입을 ‘한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의해 구속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

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몰두하게 하는 신념에 구속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또

한 행위가 분명(explicitness)하고, 번복이 불가능(irrevocability)하며, 행위에 대한 

의지력(volition)이 높고, 공개성(publicity)이 클 때 조직몰입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Staw(1981)는 특정의 행위에 의한 편익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때에도 개

인은 스스로에 대한 내적‧외적 정당화(internal-external justification)를 위해 그 

행위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태도적 접근(attitudinal approach)은 구성원의 심리상태(psychological state)에 

중점을 두는 접근으로서, 조직몰입을 조직 구성원 개인과 조직을 묶어주는 태도

로 보는 견해이다. 이 접근은 구성원이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동일화

(identification)하고 내재화(internalization)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Mowday, 

Porter & Steers, 1982). 이 접근의 가정은 개인의 태도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행위는 다시 몰입을 강화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들(conditions)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Meyer & Allen, 1991). 이러한 관점에서 Sheldon(1971)은 조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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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조직에 대해 개인의 정체성을 연결 또는 관련시키려는 조직에 대한 태도

나 지향’으로 정의하였으며, Porter 외(1974)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개

인의 신념과 수용 그리고 조직에 남아있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하였다. 태도적 

접근은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동일화하고 내재화하여 발생하며, 조직을 

위해 전념‧충성하겠다는 적극적 의미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조직몰입의 측정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Porter 등의 조직몰입

설문지(OCQ: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도 바로 이 태도적 몰입

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구성원의 심리적‧사회적 태도와 인식을 잘 반영한 척도로 

평가받는다(최영삼, 2003; 정연앙, 1992; 조경호, 1993 재인용).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은 조직몰입을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려는 내

재화된 신념의 집합체로 간주한다. 이는 과거 태도적 접근방법으로 분류되어 왔

으나, 최근에 태도적 접근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접근법으로 인식되고 있다(송

운석, 1998; 최영삼, 2003; 허만용 1999; Wiener 1982; Meyer & Allen 1991). 이러

한 관점에서 Wiener(1982)는 조직몰입을 ‘조직의 목표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행동하게 하는 내재화된 규범적 합력의 총체’로 정의하면서, 개인의 행위는 효

용극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재화된 신념이나 기준에 따르려는 성향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기존의 연구들이 기대이론과 강화이론을 토대로 

상황-조건 적합모형을 가정했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비

판하면서, 이 모형이 조직에서의 인간 행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상이나 처

벌과 무관하게 개인의 행동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덕적 기준과 

같은 내재화된 규범적 압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 조직몰입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정리하면 <표 Ⅱ-2>와 같다. 조직몰입을 

교환적 측면이나 행태적 측면에서 정의할 경우 경험과학이 추구하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결국 경험과학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몰입을 하

나의 태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태도란 어느 

특정한 대상이나 사건을 ‘일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평가하고, 또 평가한 것

에 행동하고자 하는 비교적 지속적인 성향으로 인지적(cognitive), 감정적

(affective), 행태적(behavioral) 요소로 이루어진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Jonathan. L., Freedman. D. O., Sears, & Merill, J., 1981). 이에 따라 조직몰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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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 정의 주요내용 학자

교환적

개인이 지각한

비용과 보상의

함수관계

개인의 투자와 
보상의 비교

Becker(1960), Herbiniak & Alluto(1972),

Wallace(1997)

행태적
자신의 행동에 

속박되거나 집착하는 
과정

행위의 명백성, 
번복불가능, 

결단력, 공개성의 
조합

Salancik(1977), Staw(1981),

O'Reilly & Caldwell.(1981)

태도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갖는 포괄적 

태도 또는 

개인과 조직 간의 
결합요소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신념과 수용,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 
소속욕구

Porter et al.(1974), Steers(1977), 
Stevens et al.(1978), 

Mowday et al.(1979, 1982),

Angle & Perry(1981), 

Bateman & Strasser(1984),

Decotiis & Summers(1987), Balfour &

Wechsler(1990), Naumann(1993)

규범적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려는 내재화된 
신념의 집합체

보상, 차별과 
무관한 규범적 

압력(도덕적 기준, 
의무감)

Wiener(1982),

Meyer & Allen(1991)의 NC

자료 : 허만용(1998, 26), 박찬우(1999, 25~26)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나의 태도로 볼 경우,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과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조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조직 구성원 간 핵심가치의 공유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최근 

많은 조직에서 교육의 핵심이슈로 다루고 있다. 공공 부문은 민간 부문과 달리 

조직의 핵심가치가 공익을 추구함에 따라 공직가치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공

직자들이 어떤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가는 그들이 속한 공공조직의 목표를 자

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감에 기반을 둔 몰입 상태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공직가치는 공공 부문 조직

몰입의 개념 구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 Ⅱ-2> 조직몰입의 이론적 접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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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특정 대상의 지속적인 성향과 관련된 태도적 관점과, 공공조직

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려는 내재화된 신념과 관련된 규범적 관점에 기반을 두

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조직 구성원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기초지자체에 애정과 일체감을 갖고 조직의 공직

가치를 내면화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나. 조직몰입의 구성요인

조직몰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조직몰입을 이해하기 위

해 많은 연구자들은 조직몰입을 여러 구성요인으로 구분하였다. Kanter(1968)는 

Parsons의 사회행위이론에 입각하여 조직몰입이란 ‘사회적 행위자가 조직을 위

해 노력하며 충성을 바치려는 의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조직구조 및 기능적 

측면과 관련하여 지속몰입(continuance commitment), 응집몰입(cohesion com-

mitment), 통제몰입(control commitment) 등으로 나누어 조직몰입을 설명하였다. 

Angle & Perry(1981)는 Porter 등이 개발한 OCQ의 15개 문항을 이용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하고, 가치몰입(value commitment)과 근속몰입(commitment to stay)으로 

구성하였다. McGee & Robert(1987)는 조직에 계속 근무하려는 이유가 계속 근무

로 인한 혜택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 근무하겠다는 욕구 때문인지에 따라 지속

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과 정의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으로 구성

하였다. Etzioni(1988)는 소외적 몰입(alienation involvement), 타산적 몰입

(calculate involvement), 도덕적 몰입(moral involvemen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

으며, Steers(1977)는 적극적 몰입(active commitment)과 소극적 몰입(passive 

commitmen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Mowday et al., 1982). 또한 Vanderbergs 

& Self(1993)는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에 따라 조직몰입을 조직정체성, 지속

적 몰입, 정의적 몰입으로 구분하였으며, Balfour & Wechsler(1996)는 일체성 몰

입(identification commitment), 소속 몰입(affiliation commitment), 교환적 몰입

(exchange commitmen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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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는 Meyer & Allen(1991)

이 제안하는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의 세 가지이다. 이는 본 연구

에서 추구하는 조직몰입의 태도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Meyer & Allen(1991)의 조직몰입 3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1) 지속적 몰입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은 타산적 몰입(calculative commitment)

과 유사한 개념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Becker(1960)의 ‘부차적 투자이론

(side-bets theory)’에서 출발한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이다. 이는 조직을 떠날 때 

잃게 되는 기회비용인 인식된 비용(perceived cost)을 고려하여 조직에 지속적으

로 몰입하려는 것으로, 그들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they need to)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것으로 본다. 즉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 이미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또는 근무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만약 그 조직을 떠나게 되면 손해가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 하겠다(Meyer et al., 1993). 사람들은 일단 한 조직에 속하게 되

면 그 조직 내에서 인맥을 형성하고, 업무처리와 관련된 지식 및 방법

(Know-how)을 축적한다. 또한 조직 내 근속기간이 길수록 근속수당, 연금 및 추

가적인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다. 만약 그 조직을 떠나야 한다면 그동안 투자했

던 모든 것을 다시 쌓아야 하고, 그 조직에서 얻을 수 있었던 여러 이점과 혜택 

들을 포기해야 한다. Allen & Meyer(1990)는 이렇게 자신이 포기함으로써 잃게 

되는 여러 가지 이익과 혜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조직에 존속하려는 심리적 상

태를 지속적 몰입으로 규정하였다. 

지속적 몰입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Sheldon(1971), Herbiniak & 

Alutto(1972)의 연구에서 연령과 조직에 봉사한 기간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Stevens(1978)도 지속적 몰입의 가장 강력한 예측치

는 조직 내 근속연수와 연령임을 밝힘으로써 Becker(1960)의 부차적 이론

(Side-bet theory)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Ferris & Aranya(1983)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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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와 성별과는 관련이 있으나 연령, 조직, 근속연수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히

고 있어 지속적 몰입의 선행요인에 대한 확정적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2) 정서적 몰입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은 가장 널리 논의되고 중시되어 온 조직몰

입의 한 구성요소로서 정적 또는 정의적 몰입이라고도 한다. Kanter(1968)는 정

서적 몰입을 ‘조직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감정적 애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Buchanan(1974)은 도구적 가치를 떠나 순수하게 ‘조직 자체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열정’으로 정의하였다. 즉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감성적인 느낌, 긍정적인 공감대, 높은 참여의식을 반영하는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애착과 

조직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충성심‧소속감‧즐거움‧기쁨 

등 인간의 느낌, 즉 정적인 측면에서 형성되는 몰입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김

재현, 2000). 정서적 몰입은 감정적인 애착 상태에서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에 일

체감을 갖는 것으로 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

의 내재적 가치 충족에 바탕을 두고 조직에 몰입하는 것이다(마상진, 나승일, 

2004).

일반적으로 정서적 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그들 자신이 원해서(they want to) 

조직에 남아있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수용하거나 조직을 위해 헌신

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Meyer 등(1993)은 정서적 몰입이 높은 사람은 스스

로 자신의 직업에 몰두할 때 즐거운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 때문에 상대적으

로 정서적 몰입이 낮은 구성원에 비해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꺼이 참여하는 양

상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속적 몰입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형성된 몰입이라고 한다면, 정서적 몰입은 감정에 바탕을 둔 몰입으로 볼 수 있

다(Meyer & Allen, 1991).

한편 Salancik(1977)는 실증연구를 통해 정서적 몰입을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구속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과 신념에 구속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면서 조직을 선택한 동기가 명확할수록, 조직에 참여하기 전 관련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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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이 많을수록, 불가역성이 높을수록, 행위의 자의성이 클수록 정서적 몰입이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3) 규범적 몰입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은 조직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려는 윤리적

인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오는 몰입이다. 규범적 몰입이 높은 사람은 그들 자신

이 조직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they ought to do) 의무감(obligation)이 높게 나타

나며, 조직이 부여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

다(Meyer & Allen 1991; Meyer et al., 1993).

규범적 조직몰입이 하나의 단일 구성요소로 인식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이다. 이전에는 주로 정의적 측면의 조직몰입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되

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화되고 측정되었다(Mowday et al., 1982; Mathieu & 

Zajac, 1990).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측면의 조직몰입을 하

나의 독립개념으로 도입하면서, 규범적 조직몰입은 점차 단일구성요소로서 그 중

요성을 서서히 인정받았다(Kidron, 1978; Weiner, 1982). 한편 Kidron(1978)은 근속

(타산적) 몰입과 달리 규범적 몰입은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고 강조하면서 직무성과와 관련성을 예측하였고, 강승권(1990)도 규범적 몰입은 

조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내재화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직무성

과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Winer(1982)는 조직몰입을 ‘조직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내면화된 규범적 힘의 총

체’(the totality of internalized normative pressures)라고 정의함으로써 조직몰입

을 규범적 입장에서 파악하였다. 그는 조직 구성원이 이러한 규범적 몰입을 통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조직을 위

해 희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지속

적으로 머무르는 이유가 어떤 의무감(obligation)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즉 

조직 구성원이 재직기간에 따른 지위 상승이나 조직이 자신에게 주는 만족에 상

관없이 그 조직에 계속 재직하는 것이 옳다고 믿거나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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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나타나며, 조직에 대한 사명감이나 임무, 또는 조직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감을 바탕으로 한 몰

입상태이다. 또한 조직 구성원이 조직 목표나 가치 또는 사명을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적 가치로 수용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구성요소이다(Meyer & Schoorman, 1992). 따라서 

공익의 증진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

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무에 몰입할 것

이 요구되는 공공조직에 더욱 적합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Chen & 

Fransisco(2003)도 공공조직의 규범적 문화가 조직 구성원의 규범적 몰입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규범적 몰입은 정서적 몰입과는 독립적으로 조직 효

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조직 행동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Meyer & Schoorman(1992)은 규범적 

몰입을 구성원들의 조직 목표와 가치의 수용으로 정의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Jaros 등(1993)도 규범적 조직몰입을 구성원이 조직 목표‧가치 

또는 사명을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개념이 정의적 측면 및 지속적 측면의 조직몰입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실

증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적‧지속적 측면의 몰

입은 조직 구성원이 소속 직장을 떠나기 전 소극적이며 적당한 업무처리 및 새

로운 일을 거부하는 등 퇴행적 행태의 직접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규범적 

몰입이 공무원의 무사안일행태에 가장 큰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송운석, 

1998)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도 일치한다.  

한편, 규범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재직 기간에 따른 지위 상승이나 조직이 

주는 만족 또는 보상과 상관없이 그 조직에 계속 재직하게 하는 신념이다(Meyer 

& Allen, 1991). 따라서 상대적으로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과 성과급, 높은 보수와 

같은 금전적 보상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외재적 보상으로 근무의욕과 조직몰입

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공공조직에서 규범적 조직몰입은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조직 구성원과 조직 간의 상호적 규범이나 교환 개념을 내재화하는 정

도에 따라 조직 구성원에게 더 좋은 직업 선택의 대안이 있을 때조차도 한 조직

에 재직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유현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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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몰입의 측정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도구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는 연

구대상 및 목적에 따라 조직몰입의 개념과 구성요인이 모두 다르게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외의 대표적인 조직몰입 측정도구로서 선구적 

역할을 한 Mowday et al.(1982)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와 수많은 조직몰입의 측정도구를 종합한 Allen & Meyer(1990)의 3요소 모형, 그

리고 공공조직의 조직몰입에 적합하도록 고안한 Balfour & Wechsler(1996)의 조

직몰입 측정도구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연구 중 공무원의 규범적 

조직몰입에 대한 소광섭(1998)의 연구, 지방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송성화

(2015)의 연구를 중심으로 조직몰입 측정도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직몰입의 3요소와 질문지(Allen & Meyer, 1990)

Allen & Meyer(1990)는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들(Becker, 1960; Buchanan, 1974;  

Kanter, 1968; Mathieu & Zajac, 1990; Mowday et al., 1982; Salancik, 1977; 

Wiener, 1982)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으로 구성된 조

직몰입 3요소 모형을 제안하였다.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CC)은 타산적 몰입(calculative 

commitment)과 유사한 개념으로, Becker(1960)의 ‘부차적 투자이론’(side-bets 

theory)을 배경으로 한다. 이는 조직을 나올 때 잃게 되는 기회비용인 인식된 비

용(perceived cost)을 고려하여 조직에 지속적으로 몰입하려는 것으로, 그들 자신

이 필요하기 때문에(they need to)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

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AC)은 가장 널리 논의되고 중시되어 온 조직몰

입의 한 측면으로, 정적 또는 정의적 몰입이라고도 한다. 즉 정서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감성적인 느낌, 긍정적인 공감대, 높은 참여의식을 반영하

는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 조직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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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개념 측정문항 수

지속적 몰입(CC) 조직을 떠날 때 잃게 되는 기회비용으로서의 몰입 8

정서적 몰입(AC)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일체감으로서의 몰입 8

규범적 몰입(NC) 조직을 위해 계속 재직해야한다는 의무와 충성심으로서의 몰입 8

<표 Ⅱ-3>  조직몰입 3요소 측정도구(Allen & Meyer, 1990)

과 조직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충성심‧소속감‧즐거움‧기

쁨 등 인간의 느낌, 즉 정적인 측면에서 형성되는 몰입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김재현, 2000). 정서적 몰입은 감정적인 애착 상태에서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갖는 것으로, 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

해 개인의 내재적 가치 충족에 바탕을 두어 조직에 몰입하는 것이다(마상진, 나

승일, 2004).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NC)은 조직에 최선을 다해 헌

신하려는 윤리적인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오는 몰입으로, 규범적 몰입이 높은 

사람은 그들 자신이 조직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they ought to do) 의무감

(obligation)이 높게 나타나며, 조직이 부여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

재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Meyer & Allen 1991; Meyer et al., 1993).

<표 Ⅱ-3>과 같이 Allen & Meyer(1990)의 조직몰입 3요소 측정도구는 요소별 8

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르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앞선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들을 통합하여 단일 척도를 구성하였다는 측면에서 매

우 설명력이 높았고, 신뢰도와 타당도 면에서도 우수하였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조직몰입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여러 실증연구

(Cohen, 2000; Hackett et al., 1994; Ko et al., 1997; Meyer et al., 2002)에서 지속

적 몰입이 다른 구성요소와 달리 이직의도 및 직무만족도 등과 같은 주요 조직

성과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적 상관이 나타남에 따라 조직몰입 

개념의 수렴타당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

입 간의 변별타당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다(안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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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의 측정도구(Balfour & Wechsler, 1996)

Balfour & Wechsler(1996)는 그동안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조직몰입 연구 결

과들의 신뢰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공공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조직몰입의 개념

을 간과한 채 일반적인 조직몰입의 개념만을 비판 없이 사용한 결과이다. 그들은 

Reichers(1985)가 주장한 바와 같이 조직몰입은 연구대상과 목적에 맞게 정의하

고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공공조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조직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조직몰입의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경험에 비추어 공공조직의 몰입을 일체성 몰입

(Identification Commitment), 소속 몰입(Affiliation Commitment), 교환적 몰입

(Exchange Commitment)의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체성 몰입(Identification Commitment: IC)은 조직의 목적이나 미션에 일체감

을 느끼며 조직의 일원(membership)이라는 것과 조직의 업적에 대해 가지는 자

부심으로 조직 목표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인 느낌을 나타낸다. 이는 조직의 미션

과 목적에 공감하며, 조직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Allen & Meyer

의 규범적 몰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소속 몰입(Affiliation Commitment: AC)은 조직에 속한다는 소속감(belonging)과 

조직 구성원을 가족같이 여기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조직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통해 조직에 헌신하겠다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Allen & Meyer의 정서적 

몰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교환적 몰입(Exchange Commitment: EC)은 개인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조직의 

외적인 보상(extrinsic rewards)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탁월한 업무 수행에 대해 

적절한 평가가 없을 때 몰입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기대하는 보상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수용 정도를 의미하는 공정성 이론과 유사

한 개념으로서, Becker(1960)의 ‘부차적 투자이론’(side-bets theory)을 배경으

로 한 Allen & Meyer의 지속적 몰입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된다. 

<표 Ⅱ-4>와 같이 Balfour & Wechsler(1996)의 조직몰입 측정도구는 요소별 3

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공공조직에 적

합한 조직몰입도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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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개 념 측정문항 수

일체성 몰입(IC) 조직의 목적이나 미션에 대한 일체감과 자부심으로서의 몰입 3

소속 몰입(AC) 조직의 소속감과 가족과 같은 느낌을 통한 조직에의 몰입 3

교환적 몰입(EC) 개인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외적 보상에 대한 만족으로서의 몰입 3

<표 Ⅱ-4>  조직몰입의 측정도구(Balfour & Wechsler, 1996)

한 교환적 몰입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정성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의 가

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측면에서 최근 성과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 행정을 반영한 공공조직에 적합한 조직몰입을 개념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직몰입과 같은 태도적 구성개념은 

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 개념에 대한 인식과 행동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Hofstede, 1980a), 서구에서 개발된 사회적, 인지적, 태도적 척도들을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 적용할 때에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

는다.

3) 공무원의 조직몰입 측정도구(소광섭, 1998)

소광섭(1998)은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에 적합한 조직몰입에 관한 개념이 없으

며,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개발된 연구모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연구 결과

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조직몰입을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이 행

정기관에 대해 갖는 태도가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태적 요소’

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인지적 요소’란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이 행정기관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으로, 이것은 공무원이 행정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

이는 ‘조직목표의 수용’으로 나타난다. ‘감정적 요소’는 공무원이 행정기관

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이것은 공무원이 행정조직 그 자체를 좋

아하는 ‘조직에 대한 애정’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행태적 요소’는 행정기관

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열중하거나 전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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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개념 측정문항 수

인지적 요소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받아들이는 조직목표와 가치의 수용 2

감정적 요소 조직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으로서 조직에 대한 애정 2

행태적 요소 자신의 업무활동에 열중하거나 전념하려는 조직을 위한 노력 2

<표 Ⅱ-5>  공무원 조직몰입의 측정도구(소광섭, 1998)

‘조직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표 Ⅱ-5>와 같이 소광섭(1998)의 조직몰입 측정도구는 요소별 2문항씩 총 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공무원에 적합한 조

직몰입도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연

구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실시되었다는 측면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4) 지방공무원 조직몰입 측정도구(윤한홍, 2014)

윤한홍(2014)은 경상남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자

체 조직몰입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Allen & Meyer(1993)의 3요소 모형에서 사용

된 측정도구를 기초로 박찬우(1999), 백종섭과 홍성애(2007)가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 연구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다루었으나, 지자

체의 특성에 맞는 조직몰입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표 Ⅱ-6>과 같이 Allen & 

Meyer(1993)의 3요소 모형의 정의를 차용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지적한 지속적 

몰입의 수렴타당도 저하 문제,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 간의 낮은 변별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소광섭(1998)의 연구와 마찬가지

로 일부 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타당화 작업을 진행했다는 한계점

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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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개념 측정문항 수

지속적 몰입(CC) 조직을 떠날 때 잃게 되는 기회비용으로서의 몰입 7

정서적 몰입(AC)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일체감으로서의 몰입 4

규범적 몰입(NC) 조직을 위해 계속 재직해야 한다는 의무와 충성심으로서의 몰입 4

<표 Ⅱ-6>  지방공무원 조직몰입 측정도구(윤한홍, 2014)

5) 조직몰입 측정도구 종합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 Ⅱ-7>과 같이 연구자마다 조직몰입의 구성요

소를 다양하게 개념화하여 조직몰입의 개념, 하위구성요소, 문항 구성 등에 있어

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조직몰입의 측정도구로 가장 일반화되고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된 Allen & Meyer(1990)의 조직몰입 3요소 척도는 지속적 몰

입의 조직몰입 구성개념에 대한 수렴타당도가 낮고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

간의 변별타당도가 낮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안정원, 2016). 이와 더불어 설

문문항 중에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요인분석 시 역문항끼리 한 요인이 

되고 나머지 긍정 문항들이 한 요인이 되는 경향이 있어 의도한 내용요인에 대

한 지표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최수미, 조영일, 2013; 홍세희, 노언경, 

정송, 2011). 또한 공공조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직몰입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그에 따라 구성요인을 달리한 Balfour & Wechsler(1996)의 조직몰입 측정도구는 

태도적 구성개념이 갖는 제한(Hofstede, 1980a), 즉 문화적 특성에 따라 조직몰입

의 인식과 행동양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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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몰입 척도
공공 분야     

조직몰입 척도
공무원의   

조직몰입 척도
지방공무원의 
조직몰입 척도

개발자

(연도)

Allen & Meyer

(1990)

Balfour & Wechsler

(1996)

소광섭

(1998)

윤한홍

(2014)

조직몰입 
정의

조직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가지며 
조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상태

조직의 목표에 대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가지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느끼는 상태

공무원이 
행정기관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믿음과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조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

Allen & 
Meyer(1990) 
정의와 동일

구성요소

① 지속적 몰입

② 정서적 몰입

③ 규범적 몰입

① 일체적 몰입

② 정서적 몰입

③ 교환적 몰입

① 인지적 요소

② 감정적 요소

③ 행태적 요소

① 지속적 몰입

② 정서적 몰입

③ 규범적 몰입

문항(수)

① 지속적 몰입(8)

② 정서적 몰입(8)

③ 규범적 몰입(8)

① 일체적 몰입(3)

② 정서적 몰입(3)

③ 교환적 몰입(3)

① 인지적 요소(2)

② 감정적 요소(2)

③ 행태적 요소(2)

① 지속적 몰입(7)

② 정서적 몰입(4)

③ 규범적 몰입(4)

총 24문항 총 9문항 총 6문항 총 15문항

응답방식 리커르트 5점 척도 리커르트 5점 척도 리커르트 5점 척도 리커르트 5점 척도

채점방식 응답자 반응의 합 응답자 반응의 합 응답자 반응의 합 응답자 반응의 합

<표 Ⅱ-7>  조직몰입의 측정도구 종합

국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의 조직몰입 측정도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소광섭(1998)의 조직몰입의 측정도구는 조사 대상이 대전광역

시와 충청남・북도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부 지역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윤한홍(2014)의 연

구에서도 연구대상이 경상남도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한정됨에 따라 일

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Allen & Meyer(1993)의 3요소 수정모형을 기초를 둔 측정

도구를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지속적 몰입의 수렴타당도,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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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과 규범적 몰입의 변별타당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Solinger et al.(2008)에 

따르면 3요소 모형이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도록 하나의 일반개념으로 

융합되었으나,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단일의 구성개념 확립에는 실패하였다. 이

외에도 조직몰입을 규범적 몰입으로 한정하여 개념화하거나(김재현, 2000), 정서

적 몰입으로 개념화하려는(송성화, 2015)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척도

는 앞서 살펴보았던 조직몰입의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 경향을 보면 대부분 

Meyer & Allen(1990)의 조직몰입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직

몰입은 몰입의 주체와 객체에 따라서 조직몰입의 정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구

성요소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신규 하위직 

공무원에 적합한 조직몰입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라. 조직몰입의 선행연구 검토

조직몰입에 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

다(박영배, 1993; 소광섭, 1998; 박찬우, 1999). 하나는 조직몰입의 선행요인

(antecedents)에 관한 연구로서, 이러한 부류의 연구들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을 밝히고,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조직몰입의 결과변수(consequences)에 관

한 연구이며, 이 부류의 연구들은 조직몰입을 선행변수로 설정하고, 조직몰입의 

정도에 따라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최영삼, 

2003).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조직몰입의 결과변수(예를 들면 직무성과, 태업, 결근, 

이직행위, 조직시민행동 등)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

하고 있다(박영배, 1993). 그러나 선행변수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관련 변수가 너

무나 많고, 또 조직의 특성이나 문화, 환경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소광섭, 

1998). 

공공조직의 조직몰입에 관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문석(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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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직 및 지방직 일반행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몰입을 연구한 결과, 규

범적 몰입이 가장 강하며, 정서적 몰입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5급 이상은 정서적 몰입이 강하고, 6, 7급

은 지속적 몰입이 강하며, 8, 9급은 전반적으로 조직몰입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송운석과 김재현(1998)은 공무원의 공직몰입 실태와 공직몰입이 무사안일 행

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공무원들은 규범적 

몰입이 가장 강하고, 정서적 몰입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규범적 몰입이 무사안일

행태와 가장 관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김재현(2000)은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

로 규범적 몰입 결정요인과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대도시 

출신일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규범적 조직몰입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김

윤찬(2006)은 지방공무원의 조직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경상남도 공

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정의적 몰입은 직무만족을 매개로 조직몰입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행중(2006)은 지방공무원의 조직몰입이 직

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규범적 조직몰입에 초점을 맞추어 공직자들의 

조직 일체감과 규범적 태도와 신념체계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 류상원(2007)은 인적자원개발이 정의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며, 혁신문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옥원호와 김석용(2001), 하미승과 권용수(2002)는 조직몰입과 관련한 인

간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상사와 동료 간 관계가 나쁠수록 직무만족을 떨어

뜨려 조직몰입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김대원과 박철민(2003)은 집권화는 직무스

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며 재량권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김성신(2010)은 5급 상위직 공무원

은 변혁적 리더십 하에서 조직몰입이 높아졌고, 9급 하위직 공무원은 업무의 표

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많은 연구자들이 공공-민간조직의 조직몰입을 비교하고 있다(송성

화, 2014, 재인용; Buchanan, 1974; Balfour & Wechsler, 1990; Cho & Lee, 2001; 

Moon, 2000; Steinhaus & Perry, 1996). 많은 연구에서 공공조직 종사자들은 민간

조직 종사자에 비해 조직몰입이 낮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 연구 결과, 공공

관리자가 민간관리자에 비해 낮은 조직몰입을 보이고 있었다(전영한, 2009; 조경

호, 김미숙, 2000; Boyne, 2002; Buchanan, 1974; Moon, 2000; Zeffane, 199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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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를 두고 단순히 민간조직에 비해 공공조직이 갖는 엄격한 절차와 규칙, 

모호한 목표로 인한 갈등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조직의 특성과 

무관하게 공공조직 종사자들은 조직 그 자체보다 사회적인 가치와 사명, 고객에

게 봉사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조직몰입이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송성화, 2014, 재인용; Rainey, 2009). 그리고 Balfour & Wechsler(1990, 1996)의 

주장처럼 공공조직 종사자들은 소속감이 낮지만,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높

은 몰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조직몰입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공공조직의 조직몰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송성화, 

2014, 재인용). 그러나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에 비해 조직몰입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김도윤, 나태준, 2015)도 존재한다. 

한편 김흥수(2008)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결정요인에 차

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민간조직과는 다르게 공공조직에서만 직무경험, 

자율성, 권한위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조직은 복수의 충돌하

는 공익으로 인해 조직의 목표가 모호해진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공공조직의 

모호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노력이 쉽게 발견되기 어

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 비해 공공조직 종사자들의 조직몰입

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된 것은 공공조직이 갖는 목표 모호성에 기

인한다고 보았다(Sophia Su , Kevin Baird & Bill Blair, 2013). 송성화(2014)도 중

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목표모호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어떤 요인이 공공조직의 조직몰입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일치된 이

론과 분석틀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조직몰입의 

정의가 다르다 보니 연구대상에 따라 조직몰입의 영향력 또한 달리 도출되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조직몰입의 선행변수가 다양하게 정리되고 있는 것

처럼 이에 대한 결과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Koch & Steers(1978), Luthans 

et al.,(1987), Mathieu & Zajac(1990)은 개인적인 특성이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반면, Angle & Perry(1981)는 상황적 특성에 보다 무게를 두

고 있다. 또한, Buchanan(1974)과 O‘Reilly et al.(1991)은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의 영향력은 비슷하다고 보았다(박찬우, 19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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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보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데 

비해 민간 부문 신입사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신입직원은 입사 초기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입사 충격” 수준의 스트

레스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조직과 직무에 대한 낮은 수준의 몰입이 지속되면

서 퇴사 또는 이직(turn over)이라는 결정에 이르기도 한다(이동윤, 2010). 신규 

하위직 공무원 또한 입직 초기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직몰입에 실패한다

면 개인적으로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됨은 물

론 조직 차원에서도 채용 및 교육 등에 투자된 비용, 대체 인력 탐색 비용, 업무 

차질에 따른 기회 손실 비용 등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이와 더불어 신입직원에

게 조직 진입 시점의 경험들은 이후 조직에서의 태도, 행동, 관점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박소연, 2012; 오진주, 2014; King, Xia, Quick, & Sethi, 2005). 지

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 공직에 입문하면서 기대했던 

바와 현실 간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고, 이때의 경험들이 조직

에 몰입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조직몰입의 선행변수와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 

일치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직몰입

의 정의와 선행변수들의 선정, 그리고 선행변수의 영향력이 연구대상에 따라 달

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조직, 특히 기초지자체가 갖는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

몰입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공공조직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책무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강조하는 민간 부문 경영방식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Osborne & 

Gaebler 1992).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화된 행정에서 지방자치 중심

의 분권화된 행정으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초지자체에게 민간 부문과 같은 경

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기초지

자체 신규 공무원에 대한 조직몰입이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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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몰입과 개인 특성 변인의 관계

가.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많은 연구에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혼인 여부, 소득수준, 출신지역 등이 선정되었고, 실증연구를 통해 관련성

을 증명한 연구도 많다(Angle & Perry, 1981; Meyer & Allen, 1991; Buchanan, 

1974). 물론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조직몰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뚜렷하게 일관

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Meyer & Allen, 1991). 

조직몰입의 선행연구를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한 Mathieu & Zajac(1990)에 의하

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직 구성원

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조직몰입의 경향이 높다는 연구도 존재한다(Bruning 

& Snyder, 1983; Glisson & Durick, 1988). 성수진(2001)은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성차 비교 연구에서 정서몰입의 경우 차이가 없었으나 근속몰입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윤찬(2006)도 남성공무원의 조직

몰입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조직에 더 몰입하는 바,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조

직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경향이 높으며,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Mathieu & Zajac, 1990). 김윤찬

(2006)은 나이가 들수록 이직의 기회가 적고, 전직에 따르는 위험부담보다는 가

족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

다. 그러나 연령이 많을 경우, 무기력함과 매너리즘에 사로잡혀 오히려 조직몰입

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육수준은 조직몰입과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직에 거는 기대가 높지만 조직이 이를 충족시킬 수 없으

므로 조직몰입이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관점도 있다(Mathieu & Zajac,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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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day et al., 1982). Morris & Sherman(1981)과 Glisson & Durick(1988)도 개인

의 교육 정도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는데, 개인

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대체직업 가능성(job alternativeness)이 높아지

고, 결국 조직몰입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한편, 농어촌 출신인 군 소속 공무원이 도시 출신 공무원에 비해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찬, 2006). 이러한 결과는 도시 출신 공무원의 사회진

출 선택 영역이 넓으며 또한 생활의 제반 여건의 유리함 때문에 농촌 출신 공무

원보다 공직에 덜 몰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주

로 해당 지역의 종합행정, 복지행정의 사무를 담당(장문학 외, 2011)하고 있으므

로 혈연, 지연, 학연 유무가 해당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

향을 줄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조

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주요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연고를 선정하

기로 한다.

2) 직업적 특성

직업적 특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체로 직급이나 직

위, 근무연수, 고용형태 등을 선행변수로 선정하고 있다. 직급이나 직위, 근무연

수 등과 같은 변수들은 값이 커질수록 매몰비용(sunk cost)이나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의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개인의 투자도 증가한다는 

Becker(1960)의 부수적 투자이론(side-bets theory)과 Allen & Meyer(1990)의 지속

적 조직몰입의 관점에 입각해 있다. Koch & Steers(1978)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

적 투자변수가 조직몰입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더욱 설명력이 높아지는데 ,예를 들면 연금이나 우리사주, 장기근

속수당과 같은 경제적인 부수적 투자효과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다른 취업

기회를 찾지 않도록 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조직에 더욱 밀착시키는 데 기여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들 개인적 투자변수의 조직몰입도 결정력이 다른 변

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Bruning & Snyde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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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eman & Strasser, 1984). 이와 같이 개인적 투자변수와 다른 변수군이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이 조

직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를 떨어뜨려 조직몰입

을 높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김재현, 2000). 안문석(1998)은 국가직 및 지방직 

일반행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몰입을 연구한 결과, 규범적 몰입이 가장 강

하며, 정서적 몰입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5급 이상은 정서적 몰입이 강하고, 6, 7급은 지속적 몰

입이 강하며, 8, 9급은 전반적으로 조직몰입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2000)은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규범적 몰입 결정요인과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대도시 출신일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규

범적 조직몰입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김대원과 박철민(2003)은 집권화는 직무스

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주고 조직몰입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며 재량권이 많

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김성신(2010)은 5급 상위직 공무원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 하에서 조직몰입이 높아졌고, 9급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업

무의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졌음을 보였다. 

한편,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분이 안정적인 공직으로 

새롭게 이동하거나 다른 공공조직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

은 경력자의 경우 기존 조직에서 새로운 조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직몰입

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신규 하위직 공무원 중 유경

력자의 경우 기존 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이직 전 기대수준과의 부합 정도에 따

라 조직몰입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

대로 본 연구에서는 직급, 근무연수, 경력유무를 직업적 특성의 변수로 선정하고

자 한다.

나. 공직가치

1) 공직가치의 개념

가치는 “구체적인 상황을 초월하여 행동과 사건의 선택 혹은 평가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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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서열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 또는 행동에 대

한 신념 또는 개념”이다(Schwartz & Bilsky, 1987). 또한 가치란 “유용한 수단

이나 목표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영속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Kernaghan, 2003). 김상묵(2017)은 가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추상적인 관념으로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유도하고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가치의 독특한 유형인 공공가치(public value)는 공식적 제도를 통해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그 과정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규범적 개념들을 

말한다(Bozeman, 2012; West & Davis, 2011). 공직가치(public service value)는 공

공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공무원의 태도, 기술, 행

동을 이끄는 가치를 의미한다(김상묵, 2017). 이에 대해 노승용(2007)은 “공공가

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녀야 할 가치”, 한국행

정연구원(2015)은 “공무원들의 의사결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윤리적 지

침”, 인사혁신처(2016a)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추구

해야 하는 바람직한 신념체계와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Witesman & 

Walters(2014)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직업적, 윤리적 그리고 다른 가치들의 합”이라고 정의하였고, Molina & 

McKeown(2012)은 공직자가 무엇을 중요시하는가를 나타내는 개인 가치관의 표

현이자 조직행동의 지침이며, 이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이해관계자에게 이해시키

기 위한 대화의 수단이라고 설명하였다. 

심동철(2017)에 따르면 이러한 공직가치의 개념은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우선 공공가치와 공직가치는 정부나 공공 관련 조직들이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유사

하다(Bozeman, 2002; Moore, 1995). 그러나 공공가치는 사회 혹은 조직 수준의 

공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공직가치는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이 어떻게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또한 공

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와 공직가치는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

타나는 공무원의 태도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공

공봉사동기는 자기희생(self-sacrifice)이나 동정심(compassion) 등 친사회적

(prosocial motivation) 동기의 관점에서 공직자들의 입직 동기나 조직행동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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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공직가치는 때로는 상충될 수 있는 다양한 가치 중

에서 어떠한 가치가 발현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공

공봉사동기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Witesman & Walters, 2014). 이상

의 연구들을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 공직가치란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시하는 기준과 지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공직가치의 유형

공직가치는 바람직한 행정에 대한 이데올로기인 행정이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이대희, 1999). 그러므로 공직가치는 국가 행정이념의 변천사에 따라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공직가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공직가치를 분류

하고 유형화하며, 가치들 간의 중요도를 나누는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해외 공직가치의 분류를 보면 Van wart(1998)는 공직가치를 개인적 가치, 전문

직업적 가치, 조직가치, 법적가치, 공익가치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

부 가치를 제시하였다. Kernaghan(2003)은 기존 공직가치 연구들을 종합하여 공

직가치를 윤리적 가치, 민주적 가치, 전문직업적 가치, 인본주의적 가치로 차원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미국 행정학 분야에서 공직가치 교육의 기본 틀로 이용되고 

있다. 먼저 윤리적 가치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원칙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로 청렴성, 정직성, 책임성 등이 포함된다. 민주적 가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평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치

로 개방성, 반응성, 대표성 등이 해당된다. 반면 전문직업적 가치는 공직자가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효과성, 효율성, 혁신성 등을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적 가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서비스 수혜자

의 입장을 공감하고,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가치로 

돌봄, 동정, 관용 등이 해당된다. Jørgenson & Bozeman(2007)은 미국, 영국, 스

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발행된 행정학 학술지(1990∼2003)를 분석하여 공직가치를 

조사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가치로 책무성, 정직, 합법성, 인간존엄성, 

민주성, 시민참여, 정의, 친절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OECD는 2000년도와 2009년

도에 걸쳐 29개 회원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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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로 6개의 핵심 공직가치(공정성, 합법성, 투명성, 청렴성, 효율성, 전문성)를 

제시하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15). 

국내 연구로서 노승용(2007)은 Van wart(1998)의 분류에 따라 공직가치를 개인

가치(public integrity, 자긍심), 조직가치(변화와 혁신, 조직공정성), 전문가치(창의

성, 전문성), 법적가치(합법성), 공익가치(형평성, 민주성)로 정리하였다. 박욱성과 

김상철(2011)은 공직가치를 크게 수단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로 구분하면서 본질

적 가치는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로서 자유, 정의, 공익, 형평성과 같

은 이념을 말하고, 수단적 가치는 이러한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로서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 투명성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2015)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이라는 세 가

지 공직가치군을 제시하고, 여기에 적합한 보다 구체적인 공직가치들을 제시하였

다. 그 결과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공통적인 지지를 받는 공직가치로 총 23개의 

하위가치(국가관 10개, 공직관 8개, 윤리관 5개)에서 가치군별 중요도 인식 순에 

따라 상위 3개의 국가관(애국심, 다양성, 민주성), 공직관(투명성, 공정성, 책임

감),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의 총 9개 세부 공직가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2016a)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신념체계와 태도를 공무원헌장 해설서에 3개의 공직가치군과 9개

의 세부 공직가치로 명시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기존의 공직가치에 대한 규범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공직가치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발현되고 형성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Molina(2015)는 공직가치에 대한 실증연구로서 미 중·

서부 주정부와 지방공무원들로부터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Kernaghan(2003)이 제시한 다른 차원의 4개 공직가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

한 Witesman & Walters(2014)는 Schwartz(1992)가 제시한 개인가치 측정문항에 

Jørgenson & Bozeman(2007)의 공직가치 개념을 합쳐 공직가치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최소공간분석(smallest space anaylsis: SSA)을 통해 공직가치가 

한 가지 차원이 아닌 다차원의 개념임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직가치

에 대한 실증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선우와 조경훈(2016)은 중앙공무원 교육원

의 신규 하위직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리더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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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직가치명 점수 분류 공직가치명 점수

윤리적 
가치

공직윤리 80.6 전문 
직업적 
가치

효과성 68.9

책임감 80.6 충성심 68.2

공정성 80.1

민주적
가치

사회정의 76.2

합법성 79.8 약자보호 75.8

정보보안 78.0 민주주의 74.3

공익 76.6 평등 73.8

정부의 안정성 75.9 여론에 귀 기울이는 것 73.6

지속가능성 75.6 시민의 참여 70.7

투명성 75.5

혁신적 
가치

열정 72.3

정부의 중립성 75.2 결단력 71.1

국가안보 74.9 독립성 70.2

정치적 중립 74.7 창의성 68.4

전문 
직업적 
가치

신뢰 77.6 도전 67.7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함 74.8 개방성 66.0

협력 74.1

전통적
가치

정권의 품위 64.9

공동체 73.3 조직에 대한 충성 62.9

고객지향적인 것 72.6 정치적 충성심 57.4

효율성 71.6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56.0

자료 : 심동철(2017, p. 54~58)을 참조하여 재구성

<표 Ⅱ-8>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 분류 및 우선순위

직무만족 그리고 동기부여가 공직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심동철(2017)은 기존 공직가치 연구들이 공직가치를 이해하는 데 많은 이

론적 함의를 제공해 왔으나 실제 공직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증적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을 지적하면서, 지방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중

요하다고 인식하는 공직가치를 도출하고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어떠한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구명하였다. 그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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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8>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는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

직자로서 업무수행의 기본규범으로 삼는 ‘윤리적 가치’, 공직분야의 전문가로

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직업적 가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평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주적 가치’, 조

직 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혁신적 가치’, 조직과 정권에 충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 등 5개의 하위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공직가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심동철(2017)의 

분류를 토대로 공직가치군별 중요도 인식 순서에 따라 대표 가치 3가지를 선정

한 한국행정연구원(2015)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즉 지방공무원이 중요하다고 인

식한 공직가치의 순서에 따라 윤리적 가치(공직윤리, 책임감, 공정성), 전문직업

적 가치(신뢰,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함, 협력), 민주적 가치(사회정의, 약자보호, 

민주주의), 혁신적 가치(열정, 결단력, 독립성), 전통적 가치(정권의 품위, 조직에 

대한 충성, 정치적 충성심)로 구성하였다. 

3) 공직가치와 조직몰입의 관계

공직가치는 공직자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내부 지침이 되는 가치로서 

국민의 정책 수용과 정부 신뢰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Bowman, 1990). 공공행정은 자신의 존재 이유인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직자의 평가적인 가

치판단과 실천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평가적 판단과 실천적 판단

은 신념의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상

호작용의 결과는 행위자의 신념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직가치는 공직

자가 자신의 직무를 어떻게 해석하고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서울행정학회, 2007). 즉 공직가치는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어떻게 그들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

해야 할지, 어떠한 공직인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줌으로써 직무만

족이나 조직몰입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신용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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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다수의 조직들은 신규 임용자들에게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공유

하도록 신규자교육에 가치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허진호(2007)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은 핵심가치교육을 통해 신규 임용자들이 조기에 해당 조직에 적응하고 몰

입하도록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가치를 내재화하기

를 기대한다. 신규 임용자 역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조직이 추구하

는 가치 간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조직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가치는 공공기

관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태도, 즉 조직몰입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동철(2017)의 연구에 따르면 공직가치는 공공가치가 공무원 개

인수준에서 내재화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가치를 내면화하

는 정도에 따라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인 규범적 몰입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용규와 정석환(2005)은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갖는 내재적 가치관이 높

은 공무원일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며, 이는 상위직 공무원보다 하위직 공무원에

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공직가치는 공직자들의 조직행동을 설명하는 데 매

우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공직가치가 본 연구의 대상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설명력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직가치를 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의 주요한 개인 차원 변인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다. 경력정체성

1) 경력정체성의 개념

경력정체성(career identity)이란 경력(career)과 정체성(identity)이 합해진 개념

으로서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경력과 정체성의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경력(career)이란 전통적으로 승진 등의 상향이동(upward mobility)을 표현하는 

용어로 정의되거나 전문직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좁은 의미로 정의되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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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자료 : Berzonsky & Adams. (1999). Reevaluating the identity status paradigm: Still useful after 35 years.  

Development Review, 19(4), 557-590.

나 경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됨에 따라 개인의 생애에 걸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개인의 직무 관련 경험이나 활동들과 관련된 

일련의 태도와 행위로서 수직적, 수평적 개념이 모두 포함되며, 사회나 조직의 

기대 및 제약뿐만 아니라 개인의 분위기, 동기, 열망 등을 반영한 활동단계

(stage)나 전환(transition)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Gunz, 1988). 

한편 정체성이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일련의 의미’를 

일컫는다(Barker, 2013). 또한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문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의식이며 ‘나 다움’과 관련된 감성과 성

향, 무의식이라고 하였다(정준영, 1998). 대표적으로 정체성의 개념을 체계화한 

Erickson(1964)의 정체성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Erickson(1964)과 Super(1957)가 제시한 발달이론에서 볼 때, 정체성은 인생의 

발달과정에서 안정성을 이루며 형성된다고 보았다(Sullivan & Crocitto, 2007). 

Erickson(1964)은 정체성을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자

아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개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그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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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 Marcia의 정체성 유형

자료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pp. 159-187). NY: Wiley.

-1]에 나타나 있듯이 Berzonsky & Adams(1999)도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

에서 내면의 인지적 활동을 통해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보았다. Marcia(1980)은 

Erickson의 이론을 토대로 정체성 형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

였는데, 자신의 현재 상태와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여러 대안적 가능성들

을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위기’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과업에 신념

을 가지고 열정을 기울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몰입’을 두 기준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들의 높고 낮음에 따라 ①정체성 혼미, ②정체성 상실, ③정체성 유예, ④

정체성 확립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그림 Ⅱ-2 참조).

네 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정체성 혼미는 삶의 목표

와 가치를 탐색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생애를 계획하고 설계하려

는 욕구가 부족하여 몰입에 대한 관심이 낮다. ②정체성 상실은 몰입의 정도는 

높으나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충분한 자아정체성의 탐색 없이 정체성 결

정을 내린 상태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확립하고 몰입한다. ③정체성 유예는 위기

의식은 높으나 몰입의 정도가 낮다. 따라서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신중히 생

각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하나,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구체적인 

과업에 몰입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 ④정체성 확립은 위기와 몰입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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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력정체성 형성

자료 : Meijers, F. (1998). The development of a career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20(3), 191-207.

모두 높은 바람직한 상태로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의욕적이어서 확고한 개인적

인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상의 경력과 정체성의 개념에 비추어 경력정체성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ugate, Kinicki & Ashforth(2004)는 경력정체성(career identity)을 개인이 

경력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 관심, 가치에 따라 경력 기회를 항해하는 ‘인지적 

나침반’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상진(2011)은 경력정체성을 경력 환경에서 

나는 누구인지, 자신의 목표, 성격, 가치, 믿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별한 직

업 환경에서 역할 정체성, 직업 정체성, 조직 정체성 등과 같이 자신의 경험에 

따라 구성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력정체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방

향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경력정체성이 직업경험의 단순합이 아니라 경험을 의미 있고 유용한 가치물로 

형성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은 경력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

해 개인적 차별성을 인식하며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또 다른 경력 기회를 탐

색하도록 한다(이상진, 2011). 



- 51 -

한편 개인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정체

성 발달의 개념에 따라 경력정체성도 직업 세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인지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함에 따라 발전한다. 즉 자신과의 내적인 대화를 

통한 인지적 활동 및 타인과의 대화는 새로운 동기부여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

러한 활동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의 공간 속에서 순환적으로 작용하여 자

신의 경력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Meijers, 1998). 보다 구체적으로 경력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그림 Ⅱ-3]과 같다.

내적인 대화에서는 감성이 지배적이며, 목표는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성취하

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외적인 대화의 목표는 개인 

및 사회에 의해 수용되는 사회적 역할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다(Meijers, 199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력정체성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경력

을 성장시키기 위한 인지적 방향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남중수, 2014; 

이상진, 2011). 이러한 경력정체성은 경력과정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경력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Hall, 2002; Hall & Chandler, 2005). 또한 개인

들의 경력에 시간, 에너지, 관심 등 개인적인 자원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경력 성

공의 기회를 증가시킨다(Rothbard & Edwards, 2003).

2) 경력정체성과 조직몰입의 관계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강한 경력정체성을 가진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업

무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하고 자신의 

직무에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직무몰입과 조직몰

입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력정체성이 경력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 결과(이상진, 2011)와 주관적 경력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남중수, 2014)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경력정체성을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개인 특성 변인으로 선정하

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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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적합성

1) 직무적합성의 개념

직무적합성은 개인이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과 직무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가치 간의 일치 정도이다(Caldwell & O’Reilly, 1990). Edwards(1991)

는 직무적합성을 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요구 간의 부합 또는 개인의 요구와 직

무의 속성 간의 부합이라고 정의하면서, 직무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적합 정도인 요구-능력

(demands-abilities) 적합성과 직무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개인의 욕구와 

적합한 정도인 욕구-공급(desire-supplies) 적합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

다.

일반적으로 직무적합성은 개인의 성격, 지식, 능력 등의 특성이 자신의 직무와 

적합한 정도로서 개인의 특성이 특정 직무가 요구하는 기능과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hatman, 1991). 이는 개개의 직무가 갖고 있는 요구특성과 직무수행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 간의 부합 또는 적합 정도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적합성은 개인이 조직 내에서 특정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개인이 지닌 특성 및 능력이 그 업무와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한

다. 결국 직무적합성은 개인과 직무 간의 조화관계를 의미하는데, 직무 자체의 

특성과 직무수행자 개인 특성 간의 함수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와 개인 간

의 관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적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직무만족이나 

직무성과의 향상은 물론 조직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오현규와 박성민(2015)의 연구에서도 조직 내 개인들이 직무를 어떻게 받

아들이고, 그러한 직무들과 얼마나 적합한지를 인식하는 정도는 그들이 실제 직

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직무적합성이 조직성과에 대한 중요 독립변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직무적합성은 효과적인 직무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적 동기부여 개발을 

촉진하는 핵심 직무특성 중의 하나이다(Hackman & Lawler. 1971). 또한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 및 직무가 서로 일치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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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전략을 수행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

다(유민봉, 박성민, 2014; 박성민, 김민영, 김민정, 2013). 이는 조직의 비전과 미

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

하려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 구성원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새로운 직무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조직의 성과는 물론 지속성장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2) 직무적합성과 조직몰입의 관계

직무적합성의 연구 영역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의 적합성을 강조하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과 조직행동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kristof(1996)는 직무적합성 관련 연

구들이 직무만족이나 과업수행과 같은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깊

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외에도 구성원과 관련된 변수들(구성원의 심리와 신체적 

건강, 대처와 적응, 동기부여, 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 직업적 선택 등)이 연구

의 대상이 되고 있다(최상진, 2015).

이두진(2009)은 개인의 직무적합이 조직, 직무, 개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적합성의 측정치가 직무관련 태도와 

상관이 있으며, 개인이 원하는 직무특성과 현재의 직무특성이 적합할 때 직무에 

대한 만족, 조직몰입, 직무수행이 더 높다는 점을 구명하였다. 황규선(2010)은 조

리사의 직무적합성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으며, 최보인 

외(2011)는 13개 기업의 입사 3년 미만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적합성이 조직

몰입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고, 조직 및 직무관련 효과성에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함을 제시하였다. 주효진(2012)의 연구에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

을 대상으로 직무적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우진(2013)은 호텔 기업 구성원들을 대상으

로 직무적합성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 

6개 기업에서 근무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무적합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상진(2015)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

다. Kristof et al.(2005)은 직무적합성이 조직시민행동 및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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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는데, 개인이 업무에 대한 직무적합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적극적인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Greguras & 

Diefendorff(2009)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통해 개인-환경 적합성과 조직성과의 관

계를 설명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직무적합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Jaleh, Ali, & Mehdi(2014)는 조직적합성과 직무적합성

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적합성 개념이 가지는 중요성은 ASA(Attraction-Selection-Attrition)

이론(Schneider, 1987)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조직이나 직무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지원하고, 조직은 그 중 더욱 적합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발하며, 

선발 이후 조직 및 직무적응에 실패하여 적합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퇴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최보인 외, 201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은 조직 및 직

무에 대한 적합성이 높은 구성원들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공공조직에서는 적합성이 낮다 하더라도 고용 안

정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한 조직에 대한 매력도가 낮은 상태로 

해당 조직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현규와 박성민(2015)은 민간조직과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조직몰입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직무적합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다는 것

을 확인하였는데, 민간조직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직무적합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지만 공공조직에서의 영향력은 단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조직사회화 과정을 통

한 조직문화나 조직유형 등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적합성을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개인 차원의 변수로 선정하여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기로 한다. 

마. 신규자 교육 만족도

1) 신규자 교육 만족도의 개념

신규자 교육은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이 행정기관에 실제 배치되기 전에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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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지칭하며, 직전교육이라고도 불리운다(김신복, 1995). 또한 신규채용

을 통해 새롭게 조직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업무를 익숙하게 수행하기 위한 차원

에서 적응훈련(Orientation Training)이라고도 한다(김양수, 2007). 김영화(2014)는 

신규자 교육을 입문교육이라 칭하고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입문교육이란 신입사

원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육성과 신입사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입

사 직후 경영이념, 기업문화, 기본소양, 지식, 기술 등을 학습시키는 교육훈련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신규자 교육은 소속 조직 전체의 성격과 업무상황을 소

개하고, 담당 업무를 알려줌과 동시에 새로운 조직의 낯선 분위기 때문에 위축되

거나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서적 안녕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지자체 공무

원의 신규자 교육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치도록 한 후

에 보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서

는 기본교육훈련을 신규 임용후보자, 신규 임용자, 승진후보자 및 승진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

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신규자 교육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한 신규자 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한다.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관문이 신규자 교육이라고 볼 때, 앞으로 공직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태도와 자세, 가치관 등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신규자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승모, 손화정, 

2016). 또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직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심은 신규자 교

육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이맹주, 2012). 이러한 교육훈련은 일정 직무수행

에 요구되는 능력을 기대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며, 자기개발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까지 포함하는 인적자원개

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자 교육은 기본교육으로서 지방공무원교

육훈련법 시행령에 의거, ‘선 교육 후 보직’원칙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신규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되고 보직을 부여받아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승진한 이후에 신규자 교육을 위해 입교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신규자 교육의 중요성이 무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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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자 교육만족도와 조직몰입의 관계

신규자 교육은 입직 초기 신규자의 조직적응을 돕고 나아가 성공적인 직무수

행을 통해 근로자 개인의 직무만족이나 조지몰입 등 조직효과성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다. Bassi & Van Buren(1999)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근로자의 업무수행 성과가 더 높

고,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기영(2006)은 신

입사원의 OJT 교육훈련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교육수요 사전조사, 교육평가와 피드백, 상사 및 동료의 지원 정도, 교수자(강사)

의 교육 정도, OJT 강도(교육시간, 교육일수)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이승복(2013)은 공기업의 초기 경력자를 대상

으로 공기업 신입사원 입문교육이 초기 경력자의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입문교육의 업무적합성 요인인 교육설계가 조직몰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동택(2008)도 기업의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입문교육과 조직적응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밝혔다. 허진호

(2007)는 기업조직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에서 강사의 능력과 열정은 신입사원의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참여형 교육과 맞춤형 교육, 업무관련성이 높은 교육은 지속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지하와 장지현(2009)도 교육훈련에 투자를 많

이 할수록 근로자의 조직몰입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몰입을 높이

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 인적자원투자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형주(2011)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원에게 동기부여

를 많이 할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윤(2011)의 연구에서

도 국내 종합병원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각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훈련 전담자가 존재하고 교육훈련 수행 여부를 확인할 때 조직몰입이 높아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민경과 나인강(2012)은 교육훈련 전이가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인당 교육훈련비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감정 호소적이고 동기부여적인 교육훈련체제도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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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강선아(2009)는 경상남도 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신규자 교육 이수자들은 ‘인적네트워크 확대’, ‘공직윤리 향

상’, ‘공직자의 기본가치 함양’에 대한 긍정적 효과성을 높게 인식한 데 비해 

전문적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업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기본적 역

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성을 보였다. 또한 이론적 지식 습득의 도움 

정도에 대해 86.2%의 신규자 교육 이수자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나, 현장업무 

능력 배양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51.5%만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

업무의 실무적인 측면보다는 행정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측면에 초점

을 두고 신규자 교육이 설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봉사 및 서

비스 정신 함양에 대해서는 70.4%의 신규자 교육 이수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하였으며, 공직윤리 향상의 경우 64.8%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홍원기(2014)는 중앙공무원교육원(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7급 공무원 신규자 과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입교상황, 

교육기간, 교육내용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그 결

과, 교육내용만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은 직무만족을 높이고, 공직관 함양과 

관련된 교육내용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신규자 교육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상당한 영

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교육내용이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자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규자 교육내용은 조직에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선행연구(김영화, 2014; 

서동택, 2008; 허진호, 2007; 정상헌, 2007)를 고찰한 결과 주요 내용으로 핵심가

치교육, 기초직무교육, 경력개발교육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핵심

가치교육은 조직의 비전과 미션, 특히 핵심가치(core values)를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조직 입장에서 볼 때 신규자 교육은 신규 채용한 신입사원이 해당 조

직의 비전과 미션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을지 테스트할 수 

있는 무대이다. 또한 신규자 역시 자신의 직업관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요소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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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택한 기업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

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허진호, 2007).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

체 신규자 교육도 해당 지자체와 신규자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팀빌딩이나 팀웍 증진 프로그램 안에 핵심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화(2014)는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교육내용 지각 유효성에 대한 연구에

서 팀웍 교육은 조직몰입의 모든 구성요인(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

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구명하였다.

둘째, 기초직무교육에는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

력 향상을 위한 지식,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궁

극적으로 신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조기에 끌어올림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신규자 입장에서도 향후 자신이 맡게 될 직무에 대한 불확실

성 해소가 우선 과제이므로 직무에 대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다

(Feldman & Brett, 1983)는 측면에서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이다. 김영화(2014)는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교육내용 지각 유효성에 대한 연구에서 직무교육은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구명하였다. 한편 재직자 대상의 교육

이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높은 직무과목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데 반하여, 신규

자 교육은 다양한 직렬의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

아두어야 할 기초적 직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실제 현업적용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장승호, 2009). 

셋째, 경력개발교육은 신규자가 향후 조직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

해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신규자 교육이 생애교

육의 첫 걸음으로서 경력개발의 출발점이 된다(허진호, 2007)는 주장과 일맥상통 

한다. 오직 조직의 성과 향상만이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자들 개개인

의 인생에서 자기계발과 능력 향상을 신중하게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신규자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혜림(2004)도 신규자 교육은 

신규자의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교교육에 이은 기업의 

‘사회인 교육’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지자체 신규자 교육 

또한 경력개발의 다양한 경로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조직에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배들을 초청하여 선배와의 대화 및 토론의 시간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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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신규자 교육의 만족도는 실무현장에 배치

된 이후 직무에 대한 만족이나 조직에 대한 몰입으로 이어져 공무원 개인의 역

량 향상은 물론 조직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신규자 교육내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연구 결과(강선

아, 2009; 홍원기, 2014; 김영화, 2014)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신규자 교육내용 중 핵심가치교육, 기초직무교육, 경력개발교육을 중

심으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바. 멘토링

1) 멘토링의 개념

멘토(Mentor)는 오디세우스(Odysseus)가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Telemachos)를 

도와 왕국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부탁한 친구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즉 지혜

와 신뢰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조언자를 뜻하며, 멘티(Mentee)는 이

러한 멘토의 도움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Kram, 1983).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연장자인 멘토가 조직 후배 멘티에게 역할모형이 되어 조직생활에서 터득한 노

하우와 지혜를 전해주고, 멘티가 조직에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도우며, 직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간관계를 멘토관계라 한다. 이러

한 관계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을 멘토링(Mentoring)이라 한다

(Noe, 1988).

한편, 신입 구성원과 기존의 조직 구성원은 서로 필요한 입장에서 관심사나 학

연, 지연 등 여러 이유에 의해 상대방을 선정하여 돕고 자신의 경력개발을 도모

하려 한다(이정재, 2003). 멘토링은 이러한 관계가 조직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도에 의해 형성되는 공식적 멘토링과 양자 간 자발적인 선택이나 탐색 활동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멘토링으로 구분된다. 또한 최근 많은 

학자들이 단일 멘토에 대한 한계를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Kram(1983)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들은 단지 한 명의 멘토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경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존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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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공식적인 멘토링을 경험한 경우도 있지만 공식

적 멘토링 제도가 없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여러 상급자들로부터 멘토링의 다양한 

기능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멘토링을 조직이

나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멘토가 멘티에게 조직적응을 돕

고, 직무향상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영향을 주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멘토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멘토링의 기능

Kram(1983)은 멘토링 관계를 갖는 것이 개인의 인격 또는 직업상의 발전을 위

해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멘토가 제공하는 기능을 후원, 노출 및 소개, 지

도, 보호, 도전적인 임무 부여를 포함하는 경력개발기능과 역할모형, 수용 및 지

원, 상담, 우정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기능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Burke(1984), Scandura & Ragins(1994), Turban & Dougherty(1994)는 Kram(1983)

의 역할모형을 심리사회적 기능으로부터 독립시켜 다른 차원으로 구별하고, 역할

모형은 멘티가 멘토의 전문가적인 행동들을 인정하고 수용했을 때 발생하는 기

능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 공무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상급자의 지시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전문가로서의 상급자를 인정하고 수용했을 때 자발적인 충성과 열정을 보이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멘토가 제공하는 기능을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형기능 3가지로 분류하기로 한다. 

가) 경력개발기능(Career development function)

경력개발기능은 멘티가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그리고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령을 습득하게 하고, 조직 내에서 승진 또는 경력 발전을 위해 미리 준

비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경력개발기능에는 후원(Sponsorship), 지도

(Coaching), 보호(Protection), 노출 및 소개(Exposure-and-Visibility), 도전적 업무

부여(Challenging assignment)가 포함되며, 이를 통하여 멘티는 조직 내에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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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기회를 제공받는다(Kramer, 1983). 

나) 심리사회적기능(Psycho-social function)

심리사회적기능은 개인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호관계의 질적인 

면과 감정적인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직업 역할에서 자신감, 자아에 대한 명확

성, 유효성을 향상시키는 관계의 측면을 말한다(Noe, 1988). 심리사회적기능에는 

수용 및 지원(Acceptance and Confirmation), 상담(Counsel), 우정(Friendship)이 속

하며, 이를 통하여 멘티가 조직생활을 하는 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고, 멘

티의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해 주며,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자아를 명

확히 확립하도록 돕는다(김명옥, 2014). 이러한 사회심리적기능은 멘토와 멘티가 

조직 내・외부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가능

하다(Viator, 2001). 

다) 역할모형기능(Role modeling function)

심리사회적 기능으로부터 따로 분리된 이 기능은 멘토가 기존의 조직 구성원

으로서 조직에 진입하는 멘티들에게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역할을 수

행할 경우 역할 경험자로서 적절한 행동방법과 태도, 가치관 등을 전해 주고, 멘

티는 이러한 멘토를 바람직한 역할모형으로 설정하고 닮아가는 것으로 조직 내 

멘티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효과성을 고양시키는 기능이다. 한편, Shapiro, 

Haseltine & Rowe(1978)는 상황에 따라 멘티는 멘토의 특정 면만 닮기 위해 다

른 면을 거부한다고 하였으며, Decker & Nathan(1985)은 멘티가 상위관리자를 

관찰함으로써 조직 생활에 중요한 관리자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멘티는 멘토의 역할 전체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부분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멘티는 차별화된 모방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더욱 

바람직한 자아상을 발전시키게 된다(이정재, 2003).

3) 멘토링과 조직몰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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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조직과 상황에서 멘토링이 조직 구성원의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명옥, 2014; 김태형, 신

완룡, 1999; 이만기, 2007b; 장신재, 이시연, 2008; Aryee, Chay & Chew, 1994; 

Higgins & Kram, 2001; Raabe & Beehr, 2003; Ragins, Cotton, & Miller, 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멘토링 유무에 따라 조직몰입 수준을 비교함

으로써 검증되고 있다(Allen, Eby, Poteet, Lentz & Lima, 2004). 

Douglas & Schoorman(1988)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멘토링 경험과 

멘티의 몰입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Orpen(1997)은 공식적인 멘토 

관계가 밀접한 상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Joiner, Garreffa, & Bartram(2004)은 미국에 본사를 둔 호주지사 직

원을 대상으로 멘토링이 ‘부하의 경력 성공에 대한 인지’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Payne & 

Huffman(2005)은 멘토링과 정서적 몰입, 근속몰입 간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멘토

가 없는 직원과 비교하여 멘토가 있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

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멘토링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박종애(1996)는 멘토링 정도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

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우식과 엄창용(2004)

은 멘토 관계를 가지는 경우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신입직

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멘토가 있는 사람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김한얼, 이진규, 1993). 또한 윤종록(1998)은 입사한지 1년 미

만의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멘토 관계의 형성 정도가 강할수록 신입

직원의 조직적응은 높게 나타나고, 공식적 멘토 관계, 비공식적 멘토 관계가 있

는 경우, 각각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장신재와 이시연(2008)도 

신입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효과적임을 밝히

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양한 조직 및 상황에서 멘토링의 기능별 조직몰

입에 대한 효과성이 상이하였지만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중요한 변인임을 많은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멘토링이 신입직원의 조직적응과 조직몰입에 더

욱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멘토링에 대한 인식을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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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예측하는 중요한 개인 변인으로 선정, 그 영향

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별 평균 멘토링 수준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조기에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별 인

적자원개발의 조직풍토를 형성하게 하며, 이는 다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

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조직몰입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즉 멘토링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있어 개인 수준의 인식 정도와 함께 조직수준

의 평균값을 통해 조직몰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

므로 개인 및 조직특성의 변수로 선정하고자 한다.

4. 조직몰입과 조직 특성 변인의 관계  

가. 기초지자체 유형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유형은 시, 군, 자치구로 구분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는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적 형태를 갖춘 기초자치단체이며, 군은 주로 농・

어촌 지역에 설치된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와 함께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읍 또는 

면, 리를 관장한다.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구역 내의 구를 자치단위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의 유형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소재지가 결

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는 도시적 형태를 갖춘 소재지에 위치하는 반면 군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대

도시적 형태를 갖춘 소재지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기초지자체 유형별 조직몰입에 대한 실증연구를 보면 김재현(2000)은 지방공무

원을 대상으로 규범적 몰입 결정요인과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대도시 출신일수

록 규범적 조직몰입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윤한홍(2014)은 지방공무원의 직

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에 관한 연구에서 지자체별 차이검증을 통해 정서적 몰

입과 지속적 몰입 요인의 경우 도, 시, 군 순으로 조직몰입도가 높다는 것을 확

인하였고, 규범적 몰입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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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소재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문화 내지 정서와 같은 고

유한 특성이 존재하고 지자체마다 기반 인프라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독특한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지자체별로 조직몰입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기초지자체는 지연, 혈연, 학연으로 형성된 유대관계가 매우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타 지역 출신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

기도 한다. 이는 기초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양식이며, 이러한 문화

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더욱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유형이라는 구조적 특성은 해당 소재지의 특성을 반

영하기 때문에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과의 관계가 구명될 필요성이 있다. 

나. 조직문화

1) 조직문화의 개념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정신적, 행동적 방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밑

바탕이 되는 변수로서, 한 조직을 우수한 조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한흥

진, 나승일, 2006). 개인에게는 개성이 있고, 사회에는 문화가 있는 것과 같이 조

직에도 각기 독특한 문화적 특성인 조직문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Culture)란 

사회집단이 외견상 나타내는 행동양식, 관습, 전통, 언어, 사회적 산물 등 행동수

준의 특성과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지식, 규범, 상징물 등의 

인지 수준 특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그 사회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

에 영향을 주며 새로운 구성원들에게도 계속해서 충분히 습득되는 것이다(이제

윤, 2011). 하지만 문화의 개념이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문화의 개념도 연

구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Ouchi(1981)는 조직문화를 조직이 지니고 있는 전통과 분위기로서 조직의 가치

관, 신조, 그리고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기준이라고 정의하였다. Gorden(1991)은 

전형적인 행위특성을 일으키는 공유된 가정 및 가치 체계라 하였고, Martin(2002)

은 조직의 동일성을 창출하고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규정하여 그들의 사회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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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로 봉합시키는 조직의 기본 전제와 신념, 가치관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남중

수(2014)는 조직문화의 속성을 바탕으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관습, 규범, 

전통, 지식, 기술, 신념 및 행동 양식의 종합적인 개념으로, 조직 구성원을 집결

시켜주는 상징체계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조직문화란 

가치, 관습, 규범, 신념, 기대, 전제, 인지, 행동규범, 행동유형 등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보편화된 생활양식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2) 조직문화의 유형

조직문화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

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권혁

철, 2013). Harrison(1972)은 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권력지향, 역할지향, 과

업지향, 인간지향으로 구분하였고, Ouchi(1980)는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거래교환

을 처리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시장문화, 관료제문화, 족벌문화 등 세 가지 유형

을 제시하였다. Jones(1983)는 사회집단의 구성원 간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생산적 

문화, 관료적 문화, 전문적 문화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Wilkins & 

Ouchi(1983)도 거래비용적 관점에서 시장문화, 역할문화, 실존문화로 구분하였다. 

한편 Quinn & Mcgrath(1985)는 경쟁가치 접근법(Competing Value Approach)을 

이용하여 유연성과 통제, 내부와 외부지향 차원에 따라 조직문화를 합리문화, 개

발문화, 위계문화로 구분하였다. 또한 Cameron & Quinn(1999)도 경쟁가치모형을 

통해 관계지향 문화, 혁신지향 문화, 위계지향 문화, 시장지향 문화로 구분하였

다. 경쟁가치모형은 조직 내 근본적으로 내재하면서도 경쟁하는 가치들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던 종래의 인식에서 벗어나 경쟁적인 가치 또는 경쟁적 

문화유형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조직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이들을 역동적으로 조화시키려는 통합적인 모형이다(이영만, 2015). 이는 조직문

화의 어떤 가치적 요소가 조직효과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함과 

동시에 문화관리라는 실천적 문제의식에 부합하며, 연구대상 조직의 문화를 하나

의 유형으로 귀속시키기보다는 연구대상 조직의 문화적 속성과 차원에 따라 상

이한 문화적 프로필(Cultural profile)을 구성하는 데 유용하다(주효진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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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 경쟁가치모형과 조직문화 유형

자료 : Cameron, K. S. & Quinn, R. E. (1999). Diagnosing and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Addison   

Wesley.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문화가 단일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적 구성과 조직구조, 이념적 지향이나 풍토 등이 결합되어 공무

원들에게 내재된 복합적 결합체임을 전제로 Cameron & Quinn(1999)의 경쟁가치

모형에 따라 조직문화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림 Ⅱ-4]는 Cameron & 

Quinn(1999)에 의해 주장된 경쟁가치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

문화의 네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관계지향문화

가족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분위기의 문화로서, 단합과 협력을 중요시하고 팀워

크를 중시하면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직문화로 집단문화(Group culture) 

또는 인간관계(Human relation) 모형이라고도 한다.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와 참여 

및 충성과 사기 등의 가치를 중시하며, 따라서 조직효과성의 기준도 인적자원의 

훈련과 개발 및 조직몰입의 증진에 중점을 둔다. 더불어 참여와 관심은 책임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키면서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주효진 외, 2007). 즉 구성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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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과 관련된 규범 및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구성원의 자발적 의사결정 참여에 

가치를 두며, 조직 내 가족적인 인간관계인 ‘우리’라는 의식 유지에 최대의 가

치를 두는 문화유형이다(남중수, 2014). 따라서 관계지향 문화는 조직 구성원 간

의 신뢰, 인화단결 및 팀워크, 경영 참여를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 등을 주요 목

적으로 한다.

나) 변화지향문화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 혁신, 창의성, 모험성을 통한 성장 및 외부환경으로부터

의 자원획득 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직의 적응성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

는 적절한 자원의 획득을 중시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중

심 가치로 인정한다(한주희, 황원일, 박석구, 1997). 발전문화(Development 

culture) 또는 개방체제모형(Open system Model)이라고도 불리우는 변화지향문화

는 조직의 혁신과 창의력, 유동성을 강조하며, 조직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과 

구성원들의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다(남중수, 2014). 특히 조직 구성원들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과 창조정신 하에 조직의 최대 지원을 받으면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조직과의 일체감이 향상된다(한주희 외, 1997). 즉 변화지향문화란 신속

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고,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새

로운 업무방법을 적용하여 구성원의 자발적 업무 효과성을 높이는 문화유형이다

(남중수, 2014). 따라서 변화지향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권 부여가 조직운영의 핵심 요인이 되며, 조직 구성원은 조직과 자신의 성장

‧발전을 동일시하여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혁신가적인 구성원이 

되고 조직의 적응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다) 과업지향문화

조직 구성원들이 계획과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결속되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이다. 성과를 극대화하고 결과를 지향하므로 목표의 달성과 업무의 효율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간의 경쟁체제를 통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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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발전을 꾀한다는 특징을 지닌다(이영만, 2015). 합리문화(Rational culture) 

또는 합리적 목적모형(Rational Goal Model)이라고도 불리우는 과업지향문화는 외

부지향 관점에서 경쟁, 성과통제 관점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강조하며 생산성

과 능률성의 기준을 중시한다(Zammuto, & Krakower, 1991). 그러나 결과 지향적

인 조직운영으로 인해 지나친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조직 구성원

의 방어적 태도와 개인주의적 성향이 우려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

은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응집력과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거래적인 몰입에는 긍정적이지만 심리적‧정의적 몰입의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김호정, 2002). 즉 과업지향문화는 조직 내 명확한 목표설정과 조

직원들 간의 경쟁을 통해 과업 성취에 대한 몰입으로 성공 여부에 대한 결과를 

중시하는 문화유형이다(남중수, 2014). 따라서 과업지향문화는 목표, 과업, 성취를 

강조하고 경쟁을 장려하지만 인간적 배려와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직무만족

을 기대하기 어렵고,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과 신뢰감 형성에 불리하다.  

라) 위계지향문화

공식적 명령과 규칙 및 집권적 통제와 안전지향성을 강조하는 관료제의 가치

와 규범이 반영됨으로써 조직 구성원이 공식화된 규칙을 중심으로 결속하며 권

위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문화로 위계문화(Hierarchy culture) 또는 내부과정모

형(Internal Process Model)이라고도 한다(이영만, 2015). 이 문화에서 조직 구성원

들은 소극적이고 모험을 기피하며 통제 강화로 인해 동기부여와 열정은 약화되

고 직무에 대한 매력은 감소하므로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지기 어렵다. 

즉, 통제 강화와 위험 부담으로 인해 처벌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므로 무사안일 

상태가 발생하고 자발적 의지와 조직에 대한 애착은 약해진다(구연원, 2005). 즉, 

위계지향문화란 조직 내부 효율성 증진을 위해 조직 내에서 규칙,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안전하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중시하는 문화 유형이다(남중수, 

2014). 따라서 위계지향문화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애착

이 약화되기 때문에(김호정, 2012)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향상

시키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성향이 지배적인 조직에서는 조직효과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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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의 관계

조직문화는 1960년대 말부터 조직을 관리하는 실무자나 조직효과성을 연구하

는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관심은 조직문화를 해당 조직

이 가지는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문화가 조직성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직의 성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조직문화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효과적인 조직형태로서 리엔지

니어링, 학습조직, 팀 조직, TFT(Task Force Team)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혁신적

인 조직이 소개되면서 이에 적합한 조직문화를 규명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지경이, 2011).

한편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조직을 대상으

로 한 실증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호정(2002)은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혁신문화와 관계문화는 직무만족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에는 혁신문화‧관계문화‧시장문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효진(2004)은 문화관광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립변수인 조직

구조와 조직문화가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정훈(2010)은 지방경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직

무만족에는 관계문화가, 조직몰입에는 위계‧혁신‧시장문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류은영(2013)은 교육행정기관의 조직문화가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직유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

행하여 기관의 유형에 따라 조직문화 강도가 다르되, 혁신‧관계‧위계지향문화 순

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지향문화가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어느 조직에서나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직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박성훈, 김홍규, 김윤미, 2013).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조직문화는 각 조

직의 구조나 환경, 기술, 구성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정우일, 1993). 조직문화가 

한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환경의 하부문화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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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공공조직의 문화는 행정조직의 특성과 그 조직을 운영하는 관료들이 공유하

는 가치와 이념, 규범 등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조직문화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조직은 저마다의 고유한 조직문화

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직에 적합한 조직문화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가

정하고 이를 확인하기로 한다.

다. 경력개발지원

1) 경력개발지원의 개념

경력이란 ‘일(work)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 및 활동에서 지각된 일련의 

태도와 행위’(Hall, 1976) 또는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

는 총체적 경험’(Arthur, Hall & Lawrence; 1989, Carson & Bedian, 2002; 

Greenhaus, 1987)으로 정의된다. 경력개발은 경력과 개발이 합쳐서 구성된 용어

로서 조직원과 조직 간의 상호적인 경력구상 노력을 야기하는 구조화된 활동 또

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조직화되고 계획된 노력(Gilley & Eggland, 2002), 또는 개

인의 경력계획 활동과 조직의 경력관리 활동의 조합으로부터 나오는 산출물

(Guttridge & Otte, 1983)을 의미한다. 즉 경력개발이란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Work)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직무관련 태도, 능력 및 성

과를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흥국, 2006).

조직 차원의 인적자원 육성 필요성과 개인의 다양한 성장 욕구를 충족하기 위

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해결방안으

로 제시된 개념이 경력개발이다. 이러한 경력개발은 조직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

를 일치시키는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 활동으로, 조직 핵심역량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적자원을 어떤 제도 하에서 어떻게 육성해야 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관점

에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찬, 정철영, 나승일, 김진모, 강두천, 

2008). 따라서 경력개발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개인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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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동시에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다. 경력개발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성

장과 개발에 관한 인적자원 요구를 조직의 요구에 더 잘 합치시킬 수 있도록 그

들의 능력과 관심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여기에는 학습이 포함되며, 개

인의 개발과정에 있어 중요한 활동을 변화시키기도 한다(Gilley, Eggland & 

Gilley, 2002). 만일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경력이 막혔으며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이 노후화되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인적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므로, 최근 

조직 차원에서 이러한 경력개발의 목적과 기대효과의 성취를 위해 적극적인 경

력개발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손규태, 2015; 서경민, 2010; Gilley, 1997; 

Guttridge, Leibowitz & Shore, 1993). 

경력개발지원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진로서비스(Career service), 진로개발

지원(Career development supporting system), 진로지도(Career guidance), 진로교

육(Career education), 취업지원, 경력개발제도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성희

진, 나승일, 2012). 이상의 개념을 토대로 경력개발지원의 개념을 정의하면 조직 

차원의 경력개발관리 또는 경력개발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구성

원이 조직 내외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이 지원하는 총체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력개발을 위한 구체적 활동인 훈련, 업무 경험, 피

드백, 인사이동, 코칭 등을 통해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필요성을 적합시키는 과

정을 의미하는 것이다(서경민, 2010). 이는 Von Glinow et al(1983)에 의해 제시된 

경력지향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career-oriented human resource system)과 유사

한 개념이다.

2)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소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ruch(2006)는 조직의 전략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개인이 성장기회에 대한 포부

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은 조직원들의 행동을 통한 성과

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Cherniss(1991)는 교육훈련 및 조직의 정책지원 등이 경력

개발지원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또한 Von Gilnow et al.(1983)은 경력개발지원으

로 조직의 전략적 체계성, 직무분석, 성과평가, 보상, 승진 등이 조건이 되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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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조직의 정책

성장기회 상사의 지원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

Gilnow et al.(1983) ❍

Chemiss(1991) ❍ ❍

Guttridge et al.(1993) ❍ ❍ ❍

Baruch(2006) ❍ ❍ ❍

Barnett & Bradley(2007) ❍ ❍ ❍

     강철희・정상원(2007) ❍ ❍ ❍

서경민(2010) ❍ ❍ ❍ ❍

      이동윤(2010) ❍ ❍ ❍ ❍

전수진(2011) ❍ ❍ ❍

박성민(2011) ❍ ❍ ❍ ❍

남지은(2011) ❍ ❍ ❍ ❍

Lamoe & Stricker(2012) ❍

Air Force Personnel center(2012) ❍ ❍ ❍

배현경(2013) ❍ ❍ ❍ ❍

적자원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고, Gutteridge, 

Leibowwitz & Shore(1993)는 훈련, 운영적 체계성, 상사의 지원과 정책 등이 구성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한편 강철희와 정상원(2007)은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

계성, 상사의 지원이 조직의 경력개발지원에 중요한 요소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정책과 제도, 성장기회, 상사의 지원 등이 

경력개발에 중요한 요소으로 나타났다(배현경, 2013; 남지은, 2011; 박성민, 2011; 

서경민, 2010). 앞서 살펴본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Ⅱ-9>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따라 전략적 체계

성, 운영적 체계성, 성장기회, 상사의 지원의 네 가지를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소

로 선정하였다.

<표 Ⅱ-9> 경력개발지원 구성요소

가) 전략적 체계성

전략적 체계성은 조직의 경력개발제도가 확고한 전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로 조직에서 확고한 전략과 비전을 통하여 경력개발제도를 추진하는 

수준을 말한다(손규태, 2015; 김정은, 김민수, 2009; 김규한, 2004). 여기에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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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원의 분위기 조성 수준, 경력개발지원과 조직의 미래경영 전략의 연계 수

준, 조직의 전문가 육성 준비 수준, 핵심가치 전파 및 내재화 수준을 포함한다

(김규한, 2004). 경력개발에 있어 조직 차원의 체계적 관리나 지원이 중요한 이유

는 경력개발을 단순히 인적자원관리의 한 기능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인적자원관

리의 전반적인 기능과 통합하여 상호작용하는 기능으로 이해할 때 조직 내 경력

개발 및 인적자원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설계,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Von 

Glinow et al., 1983). 또한 조직 내에서 개인경력은 결코 개인의 희망과 노력만으

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수준의 철저한 사전계획과 관리체계가 요구되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조직성과 향상과 조직에 대한 구성

원의 긍정적 태도 유인이 가능하다(서경민, 2010).

나) 운영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은 조직에서 경력개발제도를 운영할 때 해당 조직의 경력개발 

체계의 구축 수준에 대해 조직 구성원이 만족하는 수준을 의미한다(손규태, 

2015; 김규한, 2004). 이러한 운영적 체계성에는 교육훈련의 체계 구축, 직무순환, 

경력상담 제도, 승진 및 보상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배현경, 2013; 김규한, 2004). 

조직 내 개인의 경력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관

리체계를 갖추어 이를 지원해야만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조직성과 향상,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 태도 유인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박성민, 2011). Wayne et 

al.(1997)는 개발 경험에 많이 참여한 조직 구성원일수록 조직으로부터의 경력개

발지원 인식이 커진다고 하였다. 즉 조직에서 경력개발과 관련된 경험을 최대한 

갖게 해주고 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경력

개발지원 인식은 커질 것이다.

다) 성장기회

성장기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의

미(Iverson, 1992)하는 것이다. Hall(1976)의 주장 및 교환이론 관련 선행연구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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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할 때,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성장기회를 높게 인식할수록 경력개발지원

에 대해서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황성훈, 2005). 성장기회가 제공되면 조

직 구성원은 자신의 경력목표 달성을 위해 경력에 몰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에 정서적으로 몰입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공되는 성장기회를 만족스럽다고 인식할 경우, 그에 상

응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 조직에 머무르고자 하는 지속적 몰

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서경민, 2010).

라) 상사의 지원

상사의 지원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갖는 관심의 정도’ 또는 ‘상사가 부

하의 욕구에 대해 갖는 깊은 관심, 신뢰, 우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사의 

지원을 받는 사람일수록 근무하는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Mathieu & Zajac, 1990). 조직의 내부 요인 중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

사의 지원이다(곽재덕, 김진모, 2010).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로부터 

조직의 목표,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피드백을 

받기 원하며,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상사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 또한 상사의 지원은 피드백, 정보, 도구적 원조, 문제해결 지원과 

같은 실제적 도움과 인정, 신뢰, 애정, 부정적 감정 관리에 대한 도움과 같은 정

서적 지지를 의미하며, 직장 내 사회적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주홍석, 정철영, 2014). 

한편 상사의 지원은 업무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의 개인적 욕구에 대해서도 관

심을 갖고, 부하직원이 경력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상담 및 조언, 필요한 제

반 여건을 지원하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김희령, 2015). 따라서 상사의 지원은 경

력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Greenhaus et al., 1990), 조직 

내에서 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받는 구성원은 소속된 조직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업무성과도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harenou, 

Latimer & Conroy, 1994). 또한 부하직원이 교육훈련 참여 시 높은 수행을 기대

한다면, 학습자인 부하직원은 자신에 대한 기대의 수준을 높일 것이고,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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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력을 더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수행수준이 높아진다(Werner & Desimone, 

2009). Cohen(1993)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는 상사가 있는 학습자는 

교육훈련이 자신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보다 강한 믿음을 갖고 교육훈련에 임하

게 된다는 결과를 밝혔다.

특히 위계적이고 관료적 특성이 강한 공무원 사회에서는 개인의 역할과 행동

에 대한 상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부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기대

(role-expectation)를 따르도록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

라서 상사의 지원 정도가 곧 조직의 경력개발지원 정도로 인식될 만큼 영향을 

크게 미치고, 이는 다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의 관계

조직 구성원들의 경력개발에 대한 조직적 지원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Kraimer et al., 2011). 상사의 지원, 조직의 지원정책, 훈련과 개발기회 등 

지원은 개인의 경력 성공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rnett & 

Bradley, 2007). 또한 조직의 경력관리정책과 제도 즉 승진정책, 훈련 및 개발, 고

용안정, 경력에 대한 상사의 지원과 협조 등 경력개발을 위한 조직 차원의 개입

은 개인의 경력개발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정동열, 

2014; 강철희, 정상원, 2007; 장은미, 1997; Cherniss, 1991; Guttridge et al., 1993). 

Kahn(2007)은 조직 구성원이 타인에 의해 자신이 지원받고, 조언받고, 도움받고, 

개발되며, 노력을 투자받게 될 때 그 행위 대상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된다고 하였

으며, Salancik & Pfeffer(1978)는 조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사 및 동료와 긍

정적인 개발경험을 공유한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애착이 강화된다고 하였

다. 이 밖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경력개발지원이 성과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Benson, Finegold & Mohrman, 2004). 이는 조직 구

성원의 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며 

조직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며(Cavanaugh & Raymond, 1999), 이

로 인하여 종사자들의 직무성과와 조직몰입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Kraimer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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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력개발지원은 조직특성을 강하게 갖지만 이와 동시에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멘토링 등 경력개발제도 및 정책에 의해 개인의 경력개발지원 인

식이 달라진다(Wayne et al., 1997). 따라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

준은 기초지자체의 독특한 속성임과 동시에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인식에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도 그 효과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라. 일과 삶의 균형

1) 일과 삶의 균형의 개념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 WLB)이라는 용어는 1970년 영국 취업여성

단체(Working Mother’s Association)가 기혼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라는 요구로서 처음 사용하였다(김종관, 이윤경, 

2009). 이후 1972년 국제 노사관계 컨퍼런스(International labor relations 

conference)에서 노동환경의 질(Quality of Work Life; QWL)이라는 개념이 등장

하면서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확장되었다(Hian & Einstein, 1990; 

김정운, 박정열, 손영미, 장훈, 2005). 최근 근로자의 사회적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개인 삶을 중시하면서 기업 및 각 조직에서 근로자들의 조직몰입과 직

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이세영, 2013).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균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두 가

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일과 삶의 각 영역에서 역할적 균형의 관점

이다. 즉 일과 삶의 갈등 최소화로 균형이 성취되고 나아가 일과 삶의 충실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으로, 이는 역할 간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균형을 이루는 

역할 균형의 관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장수정, 2007; 지혜정, 2010; Clark, 2000; 

Greenhaus, Collins & Shaw, 2003). 이는 곧 일과 삶의 영역 사이에서 시간을 얼

마나 균형 있게 사용하는지와 몰입도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을 이루

는지, 일과 삶의 각 영역에 대한 만족감이 균형을 이루는지 등으로 구성된 정량

적 관점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정의하는 것이다(김창엽, 2016). 둘째, 균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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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객관적 수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知覺)에 의

해 성취된다고 보는 정성적 관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

는 심리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각 영역을 모두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라는 

것이다(강우란, 배노조, 정지영, 2006).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Marks & MacDermid(1996)는 일과 다른 삶에서의 역할

들에 대해 동일하게 관여한다는 관점에서 역할 균형이라고 정의하였고, Tausig 

& Fenwick(2001)은 ‘일과 일 이외의 가족, 개인 영역 사이에서 지각(Perceived)

된 균형감’으로 정의하면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중요도에 따라 영역 간 균형

을 이루고자 하는 통제감을 강조하였다. Guest(2002)도 시간과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하여 신체와 마음의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균형이며, 삶의 각 영역에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개인적인 통제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운 외(2005)는 이 같은 두 가지 관점의 정의를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서 시간과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질적으로 조

화롭게 배분하여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만족하

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김난주와 권태희(2009)는 개인이 직장과 가정의 역할

에 동등하게 몰입하는 정도 또는 동등하게 만족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박예

송과 박지혜(2013)는 일과 삶의 균형을 직장과 개인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또는 삶의 영역의 총체적 역할 사이의 갈등 정도를 주관적으로 또는 객관적 수

치에 의해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란 일과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가

용자원을 조절·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균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2) 일과 삶의 균형의 영역

일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조직으로부터 임금을 대가로 부여받은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채연주, 윤세준, 2012). Nippert-Eng(1996)은 일의 영역을 

경제적 생산영역이라 보고 임금노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은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된 노동력 혹은 업무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일의 영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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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다른 영역의 활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일은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개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Kanter, 1997; Near, Rice 

& Hunt, 1980; 채연주, 윤세준; 2012). 한편 Erikson(1963)에 따르면 일은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달과

업’의 하나로 해결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세영(2013)도 일은 생계유지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

발달 과정에 있어 일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성장하며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하

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의 하위영역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해 왔으나, 공통적으로 

일-가정균형, 일-여가균형, 일-성장균형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가정균형은 일 영역과 비교하여 가정 영역에 배분되는 시간, 에너지, 

몰입 등에 갖는 심리적인 균형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애초에 여

성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가정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만큼 일 영역과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인 친밀한 관계, 즐거움, 행복, 삶

의 가치 등을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김주엽, 2006; 이

세영, 2013). Nipper-Eng(1996)은 가정을 임금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회복은 물론 

소비와 노동인구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출산과 육아 문제가 근로자, 사용자, 정부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처

럼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이슈가 개인과 조직 및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영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일-여가균형은 일 영역과 비교하여 여가 영역에 배분되는 시간, 에너지, 

몰입 등에 갖는 심리적인 균형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수준을 말한다. 현대사회

에서 여가의 영역은 주도적 생활양식이자 문화의 영역으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은 일보다 여가 영역에서 보다 많은 삶의 의미와 자기개발, 

자아실현 기회를 경험하고 있다(오은정, 2016). 이는 여가의 본질이 사회 구성원

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내적으로 동기화된 활동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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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유의 인지, 활동의 장악, 능력의 발현 등 삶의 질적인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일의 영역보다 풍부하게 제공한다(백주하, 2012). 여가 영역은 우

리나라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더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여가활

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김유진(2016)은 정신건

강과 신체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정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여가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셋째, 일-성장균형은 일 영역과 비교하여 성장 영역에 배분되는 시간, 에너지, 

몰입 등에 갖는 심리적인 균형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수준을 말한다. 

Maslow(1954)와 Alderfer(1972)의 이론에서도 욕구 단계 중 최고의 단계는 성장욕

구라 제시하며, 한 개인의 창조적이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욕구가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이러한 기본욕구와 심리적 메커니즘은 개인이 자

신의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발전시키게 한다(이윤경, 2009). 

김승희와 김선미(2013)는 맞벌이 가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여성들이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

두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성장욕구가 있기 때문이며, 일을 통해 얻게 되

는 자부심과 성장욕구의 충족 등과 같은 보상이 있기 때문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수진(2009), 박정열과 손영미(2014)의 연구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

력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직장 여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가정의 양립

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제나 시간 부족을 겪고 피곤을 느끼는 정도

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지만, 개인의 성장을 위해 약간의 시간이라도 할애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들로 하여금 심리적 에너지의 회복을 높여 일과 삶의 균

형을 지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사회 속

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짐에 따라 개인은 스스로 역량개발을 통한 경쟁

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추구하고 있다(오은정, 2016). 따라서 성

장 영역은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환경에 기인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삶의 

한 영역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3) 일과 삶의 균형과 조직몰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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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관, 일과 삶의 균형 기술 등 개인 요인이 일과 삶의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Greenhaus & Powell, 2006), 국내에서

는 개인 요인보다는 조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김정운 외(2005)는 일과 삶의 균형은 근로자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업무에 몰입하게 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였다. 조경호 외(2007)는 일과 삶의 균형이 직업만족도를 통해 조직몰입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김귀

례(2008)는 Korail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이 높을

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고, 일과 여가 간의 갈등은 직무만족을 감소시킨

다고 하였다. 이윤경(2009)은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과 정부조직에

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높을

수록 조직몰입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와 직

무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결과는 공무원 조직에서 더

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주엽 외(2009)의 연구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

이 긍정적일수록 조직몰입이 높고, 부정적일수록 이직의도가 높았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은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Casper et al., 

2011; Muse et al., 2008). 한편 세대를 구분하여 분석한 한지일(2011)의 연구에서

는 신세대와 중간세대 직장인의 일-성장 균형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확인되었고, 기성세대 직장인들의 조직몰입에는 일-가정 균형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일과 삶의 균형은 근로자들에게 일과 일 이외의 삶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

들어 줌으로써 근로자들에게는 개인적인 삶의 만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조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전문혁(2012)은 근로자들의 일

과 삶의 균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간과해 왔던 직원들의 심리적 

균형을 배려하는 것으로, 임금, 승진과 같은 외적 보상을 통해서 직원들을 움직

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에게 즐거움, 행복, 재미를 추구하는 보상이 가

능하도록 근무환경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민간 분야와 다르게 

외적 보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공공 분야에서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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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신세대일수록 조직과 일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하려 하지 않으며, 

진정한 성공은 삶의 행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김

정운, 박정열, 2004). 예지은과 진현(2009)도 최근 신세대는 자신의 생활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고,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향하게 되면서 더욱 일과 삶

의 균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Wey Smola & Sutton(2002)도 

젊은 세대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 직장에 충실한 삶을 살기보다는 일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자기발전,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둔

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유로움 속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신세대 

공무원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일과 삶의 균형을 높게 인식하는 신규 하위직 공무

원은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일과 삶의 균형(WLB)에 대한 사회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초지자

체별로 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요구 및 공공조직의 사회파급 효과

를 고려하여 ‘가족의 날’ 제정과 ‘탄력적 근무 시간제’ 도입 등 WLB를 제

고할 수 있는 제도를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지자체별 평

균 WLB 수준은 개인 차원에서 통제하기보다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통제받는 

경향이 크다는 판단 하에 조직특성 변수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조직

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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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관계 선행연구

공직가치 →
조직몰입

Bowman(1990), 서울행정학회(2007), 
신용일(2011), 심동철(2017) 

경력정체성 →
조직몰입

Cohen(1993), 김지훈, 김경호(2010),

이상진(2011), 남중수(2014)   

직무적합성 →
조직몰입

Greguras & Diefendorff(2009), 이인석 외 (2010), 황규선(2010), 

최보인 외 (2011), 최상진(2015), 오현규, 박성민(2015) 

신규자 교육 →
조직몰입

Bassi & Van Buren(1999), 정기영(2006), 이승복(2013)

서동택(2008), 허진호(2008), 김지하, 장지현(2009), 이형주(2011)

안상윤(2011), 강선아(2009), 홍원기(2014)

멘토링 →
조직몰입

Douglas & Schoorman(1988), Orpen(1997), 김한얼, 이진규(1993)
박종애(1996), 윤종록(1998), 김우식, 엄창용(2004),            

Payne & Huffman(2005), 이만기(2008), 김명옥(2014)

기초지자체 유형 →
조직몰입

김재현(2000), 윤한홍(2014)

조직문화 →
조직몰입

정우일(1993), 김호정(2002), 주효진(2004),
이정훈(2010), 장설훼(2010), 류은영(2013)

경력개발지원 →
조직몰입

Benson, Finegold & Mohrman(2004), Barnett & Bradley(2007), 

서경민(2010), Kraimer(2011), 박성민(2011), 문재승(2012),

이원정(2013), 손규태(2015) 

일과 삶의 균형 →
조직몰입

김정운 외(2005), 조경호 외(2007)

김귀례(2008), 이윤경(2009), 김주엽 외(2009)

Muse et al(2008), Casper et al(2011) 

<표 Ⅱ-10> 변인간의 관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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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및 조직 특성 변인의 상호작용 관계

Schein(1968)은 조직생활에 필요한 요령과 조직의 관습을 배우고 조직에서 중

요시하는 것들을 인식하도록 학습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을 조직사회화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즉 조직사회화는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하고 직장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조직 차원의 지원과정으로 보고 있다

(주홍석, 2014; Ashforth, Sluss, & Saks, 2007; Ostroff & Kozlowski, 1992; Van 

Maanen & Schein, 1979). Ashforth, Sluss, & Saks(2007)와 Ostroff & 

Kozlowski(1992)는 특히 신규 구성원일수록 그들의 업무를 익히고 직장에 적응하

는 것을 돕는 조직 차원의 지원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신입

사원은 조직사회화를 통해 외부인에서 효과적인 내부인으로 전환되며(Jex & 

Britt, 2008), 조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주홍석과 정철영(2015)에 따르면 조직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은 자신의 맡

은 바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여 이를 업무에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이

때 이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대수준을 조정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지지 않을 경우 지나친 기대 등으로 인해 부정적이고 반조직적인 

행동(counter-organizational behavior)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개인의 태도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나아가 조직 구성원은 조직생활에 필요한 태도, 행동, 규범에 관한 정보를 조직

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내재

화함으로써(김은석, 2011; Greenhalgh & Rosenblatt, 1984) 조직에 적응하며, 조직

에 대한 태도를 형성해 간다. Wiener(1982)는 조직몰입이 선발된 조직 구성원의 

일반적인 충성심과 의무감, 그리고 조직 동일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 동일화는 다시 조직 사회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충성심과 의무감은 

선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게 되므로, 조직몰입은 개인의 성향과 조직개입에 의

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신규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개인특성 

및 조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개인과 조직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공무원이 공공조직에 입직한 이후에 받아들이는 조직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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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의 사고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직가치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직문화의 특수한 형태인 학습조직문화는 개인의 업무 환경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방안으로(Park & Rothwell, 2009), 경력정체성

의 변화 및 경력적응력 향상과 역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Briscoe & Hall, 2006). 

이와 유사하게 박규은(2015)은 외식기업의 학습조직문화가 종사원의 프로티언 경

력지향성을 매개로 경력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민병원(2016)은 윤리문화가 조직신뢰, 조직몰입, 조직만족 등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직무적합성이 조절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김영화(2014), 서동택(2008), 허진호(2007)의 연구들을 종합할 때, 신규자 

교육내용에는 반드시 조직의 핵심인 공직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조직 차원에서 신규자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주요 목적은 신규자

가 조기에 조직에 적응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조직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신규자 공직가치 교육은 신규자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공공가치를 일치하도

록 함으로써 규범적 몰입을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심미영(2012)은 조직의 경력지원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경력정체성이 높고, 이는 고용가능성과 삶의 만족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다. 

즉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지지나 배려를 받는다고 지각할 경우 조직에 대

한 애착이 생기며, 감정적인 몰입과 성과 향상, 경력 만족, 이직행동 감소를 가져

온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조직 차원의 경력개발 지원체계, 상사의 지원 등을 통

해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경력개발에 대한 인지적 방향과 정확한 기준을 설정함

에 따라 경력정체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Decotiis & Summers(1987)는 조직몰입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경

로분석 모형(그림 Ⅱ-5)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조직구조와 조직과정의 영

향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분위기라는 상황에 영향을 줌으로써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순규(1994)는 조직몰입의 선행변수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직무특성변수, 조직특성변수를 선정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직무특성

변수와 조직특성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조직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밝

히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소광섭(1998)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는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공무원 개개인이 행정조직에서 직・간접적으로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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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 조직몰입의 경로분석 모형

자료 : T. A. Decotiis & T. P. Summers, “A path Analysis of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uman relations, Vol. 40, No. 7(1987), P. 463. 

경험에 따라 형성되며, 각 개인의 경험은 다시 공무원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특

성과 공무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리이다. 즉 조직몰

입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 직무특성, 조직특성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이

러한 선행변수들은 개인의 연령, 재직기간, 학력 등 사회・경제학적 배경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개인의 배경요인은 직접적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이론들을 종합할 때, 개인 및 조직 특성이 조직몰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의 태도 및 인식이 조직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기초지자체 또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개인의 태도 및 인식에 따라 문화 및 다양한 제도의 변화를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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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기초지자체 내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영

향을 받고, 또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해당 기초지자

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한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

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개인 및 조직 특성의 직접적인 효

과뿐만 아니라 개인 및 조직 특성의 상호작용에 따른 효과도 함께 고찰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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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및 기초지자체 특성의 위계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신규 하위직 공

무원의 특성 변인들은 독립적인 특성을 보이는 반면, 조직 특성 변인들은 동일한 

기초지자체에 소속된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과는 상호 종속적이며, 다른 기초지자

체에 소속된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과는 독립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다층적 

자료를 분석할 경우 개인 특성은 소속에 상관없이 개별 구성원마다 독립적인 점

수를 갖게 되지만, 동일한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상호 종속적이면서 다른 조

직의 구성원들과는 독립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단일 수준의 분석방법을 

사용할 경우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개인특성은 개인

별로 고유한 값을 갖는 자료로 분석하지만 조직 단위의 특성은 조직별로 하나의 

값을 갖는 자료로 분석해야 한다(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수준과 기초지자체의 조직수준의 위계적 구조로 이

루어진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Raudenbush & Bryk(2002)가 제시한 위계

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및 조직

수준의 변량을 구명하기 위해 기초모형으로서 일원분산분석모형(the one-way 

anova model)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개

인 특성 변인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연구모형 1로서 공분산 분석 모형

(regression with means-as-outcomes model)을 설정하였다. 또한 신규 하위직 공

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조직 특성 변인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연구모형 2로

서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random-coefficients model)을 설정하였다. 마

지막으로 연구모형 3은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및 조직 특성 변인의 상호작용효

과를 구명하기 위한 것으로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intercepts-and slope-

as-outcomes model)을 설정하였다. 이를 도해하면 [그림 Ⅲ-1] 연구 모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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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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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급 일반직 신규임용 공무원 인원 및 비율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비율

시 4,919 4,601 5,255 14,775 44.2

군 2,365 2,435 2,463 7,263 21.7

자치구 3,416 3,981 3,995 10,392 34.1

총인원 10,700 11,017 11,713 33,430 100

자료 : 행정안전부, (2016, 2017, 20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세종: 행정안전부 재구성

<표 Ⅲ-1>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별 9급 일반직 신규임용 공무원 수

(단위: 명, %)

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일반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신규 임

용 후 3년 이하 근무경력이 있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다. 입직 초기 신입직원의 

조직몰입은 향후 근무 태도와 조직사회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오랜 

수험기간을 거친 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직한 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낮다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고려할 때, 배치를 

받고 난 후 3년 이하의 근무기간을 가진 신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은 임용된 후 신규자교

육과 대기를 거쳐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 배치받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

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정의상 2015년부

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임용된 신규 지방공무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지역별(시도별)로 임용공고와 시

험을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공무원은 지차체별로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자체 신규 9급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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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은 최근 3년(2015∼2017) 우리나라 지역별 공개경쟁을 통한 기초지자

체별 신규 하위직 공무원 총 인원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기간 동안 연도별 기초

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총 인원은 2015년 10,700명, 2016년 11,017명, 2017

년 11,713명을 합한 33,430명이다. 

나. 표집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자료 수집의 현실

성을 고려하여 비례층화표집(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을 실시하였다. 비

례층화표집은 모집단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소집단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 수를 할당한 후 일정 수의 표본을 무작위

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이훈영, 2008; 정지은, 2017).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같이 광범

위한 지역에 걸쳐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와 표본조사의 비

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김현철, 2000). 이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종

류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비례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기초지자

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우리나라 전역에 흩어져 있고 기초지자체 종류별로 상

이하므로 비례층화표집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다층분석을 적용할 때 적정 수의 표집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다층분

석 시 조직 내 동일성과 조직 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대상과 표본 크

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층분석에서는 추정과 표준오차의 정

확성을 위해 각 수준별 표본 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정지은, 2017; Woltman, 

Feldstain, MacKay, & Rocchi, 2012), 조직 수준에서 30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Kreft, 1996). 그러나 적절한 표본 수에 대해 명확한 지침

은 없는 상태이다(Pollack, 1998). 개인 수준에서는 집단별로 최소 5명 이상의 자

료가 표집되어야 자료 가공 시 나타나는 편의성(Biases)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직

을 대표하는 집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석영미, 2016; 김강호, 2008; Bliese, 

1998). 다만 Hofmann(1997)은 조직 표본 수가 많다면 조직 당 표본 수는 적어도 

무방하며 반대로 조직 당 표본 수가 많다면 조직 수가 적어도 무방하다고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단 수준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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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지자체를 표집하고 집단별로 30명씩 총 900명을 표본 수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총 인원(2015∼2017년)은 33,430명

으로, 75개 시에 14,775명, 82개 군에 7,263명, 69개 자치구에 11,392명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회수율과 유효 자료율을 고려하여, 총 35개의 기초지자

체 소속별 40명씩 총 1,400명을 표집하기로 하였다. 표집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유형별 비율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비율을 모두 고려하였다. 

1차적으로 기초지자체 종류별 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기초지자체 종류별 비율이 

거의 동일하므로(약 1:1:1) 신규 하위직 공무원 비율(약 5:2:3)에 따라 기초지자체 

인사담당자 및 노동조합 위원장의 협조가 가능한 시 15개, 군 8개, 자치구 12개

의 기초지자체를 유의표집하였다.

3. 조사도구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도구로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종

속변인으로 조직몰입을, 독립변인으로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과 심리적 특

성을 포함한 개인특성 및 조직특성을 포함한다<표 Ⅲ-2>. 응답양식은 5점 Likert 

척도 및 선택형 문항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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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명 문항수 문항번호

종속
변인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6 Ⅰ, 1~6

규범적 몰입 6 Ⅰ, 7~12

독립
변인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연고유무 4 Ⅳ, 1~4

직급, 근무연수, 경력유무 3 Ⅳ, 6~8

직무적합성
직무-능력적합성 3 Ⅱ–1, 1~3

직무-성격적합성 2 Ⅱ–1, 4, 5

경력정체성 6 Ⅱ–2, 1~6

공직가치

윤리적 가치 3 Ⅱ–3, 1, 6, 11

전문직업적 가치 3 Ⅱ–3, 2, 7, 12

민주적 가치 3 Ⅱ–3, 3, 8, 13

혁신적 가치 3 Ⅱ–3, 4, 9, 14

전통적 가치 3 Ⅱ–3, 5, 10, 15

신규자 교육 만족도 3 Ⅱ–4, 1~3

멘토링

경력개발기능 6 Ⅱ–5, 1~6

심리사회적기능 6 Ⅱ–5, 7~12

역할모형기능 6 Ⅱ–5, 13~18

기초지자체

조직 특성

기초지자체 유형 1 Ⅳ, 5

조직문화

관계지향문화 5 Ⅲ–1, 1, 5, 9, 13, 17

변화지향문화 5 Ⅲ–1, 2, 6, 10, 14, 18

과업지향문화 5 Ⅲ–1, 3, 7, 11, 15, 19

위계지향문화 5 Ⅲ–1, 4, 8, 12, 16, 20

경력개발지원

전략적체계성 3 Ⅲ–2, 1~3

운영적체계성 4 Ⅲ–2, 4~7

성장기회 4 Ⅲ–2, 8~11

상사의 지원 6 Ⅲ–2, 12~17

일과 삶의 
균형

일-가정균형 4 Ⅲ–3, 1~4

일-여가균형 4 Ⅲ–3, 5~8

일-성장균형 4 Ⅲ–3, 9~12

총계 116

<표 Ⅲ-2>  조사도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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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몰입

이 연구에서 조직몰입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조직몰입의 측정도구 개발은 구인화 모형(안) 설정, 예비문항 작성, 

안면타당도 및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절차를 거쳐 개발하였다.

1) 구인화 모형(안) 설정

구인화의 목적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 구인 개념의 행동유형을 파악하여 조

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정지은, 2017). 따라서 조직몰입 이론과 국내외 조직몰

입 척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직몰입의 구인화 모형(안)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택하고 있는 바, 계급제와 폐쇄적 임용체계, 일반 

행정가를 중시하며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직업공무

원제도 아래 실제로 공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큰 동기 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직

업안정성으로 밝혀져 있다(고길곤, 박치성, 2010). 따라서 이직의사와 관련된 

Allen & Meyer(1990)의 지속적 몰입을 한국의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인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이

현민과 정진철(2012)도 Allen & Meyer의 연구가 90년대에 개발된 것인 만큼, 경

력개발을 위해 이직이 일반화된 현대의 직업관에 지속적 몰입의 개념을 적용하

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 상태에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일

체감을 의미한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다수 국내외 연구자들

(송성화, 2015; 안정원, 2016; Allen & Meyer, 1990; Balfour & Wechsler, 1996; 

Buchanan, 1974; Meyer & Herscovitch, 2001; Moon, 2000; Solinger et al., 2008; 

Stazyk et al., 2011; Wilson, 1995)이 조직몰입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구성요

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실증분석 결과에서 정서적 몰입만이 가장 신

뢰롭고 타당한 조직몰입의 차원으로 검증된 것(Cohen, 2000; Meyer et al., 2002)

과도 일치한다. 즉 정서적 몰입의 내용 및 안면타당도가 가장 좋았고(Brown, 

1996; Dunham et al., 1994), Allen & Meyer(1990)의 조직몰입 3요소 중 행동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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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출근율, 성과, 조직시민행동 등)과 가장 폭넓게 강한 상관을 보였다

(Meyer, Becker, & Vandenberghe, 2004; Meyer et al., 2002). 

한편 규범적 몰입은 조직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임

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의무감이다. 이는 조직에 들어간 이후 사회화 과정을 통해 

조직 구성원에 내면화된 규범적 압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직몰입과 같은 태

도적 구성개념은 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 개념에 대한 인식과 행동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Hofstede, 1980b), 다른 문화권에 적용할 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즉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규범보다는 태도와 비용-이익의 계산적 사고

가 사회적 행동의 주요 선행변수가 되므로,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이 조직행

동 변수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반면(Triandis, 1996), 사회적 결속과 의무감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규범적 몰입이 더 잘 예측할 수도 있는 것이다

(Meyer & Allen, 1997). 기초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고가 같은 조직 구성원

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집단주의 문화가 높은 공공조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집단주의 문화가 발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규범적 몰

입은 기초지자체의 조직몰입에 대한 설명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교환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의 노력 및 기여에 대한 조직 차원 보상의 만족감

이다. Balfour & Wechsler(1996)는 탁월한 업무 수행에 대해 적절한 평가가 이루

어질수록 교환적 몰입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경찰공무원의 의식구조에 대

한 세대별 연구(김병섭, 하태권, 1997)에서 신세대일수록 성과평가를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세대 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오

세영 외, 2014)에서도 N세대는 기존 세대들에 비해 성과보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 중심의 행정환경은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문화를 확산시키

고 있으므로, 성과중심의 행정환경으로의 압력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환적 몰입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조직 구

성원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한 기초지자체에 애정과 일체감을 갖

고 개인의 성과 대비 보상수준을 만족하면서 공직가치를 내면화하여 조직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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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달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의하였다. 즉 Allen & 

Meyer의 조직몰입 3요소 모델과 Balfour & Wechsler의 교환적 몰입을 바탕으로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교환적 몰입 3개의 구성요소와 4개의 하위요소로 구

성하였다.

첫째, 정서적 몰입은 감정적인 애착 상태에서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에 일체감

을 갖는 것으로 애착과 일체감으로 구성된다. 둘째, 규범적 몰입은 조직의 공직

가치를 내재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의무감을 

의미하며 공직가치의 내재화, 의무감으로 구성된다. 셋째, 교환적 몰입은 조직 구

성원의 노력 및 기여에 대한 조직 차원 보상의 만족감을 의미한다.

2) 예비문항 작성

연구자가 설정한 조직몰입의 개념적 구인화 모형(안)을 기반으로 관련 선행연

구 분석을 통하여 조직몰입의 측정도구를 수집한 뒤 문항 풀(pool)을 구성하고, 

개념적 구인화 모형(안)을 통해 도출된 구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참조하여 예비

문항을 작성하였다. 조직몰입 측정도구에 대한 문항 풀은 조직몰입의 선행연구들

(김재현, 2000; 소광섭, 1998; 송성화, 2015; 안정원, 2017; 윤한홍, 2014; Allen & 

Meyer, 1990; Balfour & Wechsler, 1996; Becker, 1960; Buchanan, 1974; Kanter, 

1968; Mathieu & Zajac, 1990; Mowday, Porter, & Steers, 1982; Salancik, 1977; 

Wiener, 1982; Wiener & Vardi, 1980)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도구 개발에 있어 문항 수는 최종적인 도구의 문항 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하위영역별로 3∼15개 문항이 적절하다(Crocker & Algina, 1986; Walsh & Betz, 

1995).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조직몰입 도구는 최종 문항 수를 

고려하여 하위영역별 4∼5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여, 총 22문항의 예비문항(안)

을 작성하였다. 또한 작성된 예비문항에 대한 지시문과 반응양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시문은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함과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반응양식의 경우 응답자의 조직몰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 평정 방식의 Likert 척도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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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측정도구의 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구성하였다.

3)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한 예비문항은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내

용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문항을 수정하였다. 조직몰입은 사회과학 분야

의 주요 연구대상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므로 전문가 집

단은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교육학 박사 3명, 행정학 

박사 1명, 경영학 박사 1명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검토는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및 하위 구성요소에 대한 적합성, 각 요소

별 문항의 대표성, 문항 표현의 적절성, 어휘 및 문장구조의 적절성, 문항의 측정 

목적과의 일치성, 응답자의 문항 내용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예비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Likert 7점 척도로 평정하여 평균값이 5.0 미만인 문항은 제거하

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대상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1

년차, 2년차, 3년차 각 1명씩 총 3명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조직몰입의 개념적 구인화 모형(안)에서 교환적 몰입을 

제외한 나머지 구인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환적 몰입이 조

건적인 거래의 개념에 입각한 특정 행태로서 조직에 대한 소속감, 정체성, 심리

적 상태를 나타내는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송성

화, 2015; Bergman, 2006; Solinger et al, 2008)의 주장에 입각한 검토의견으로 수

렴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각 구인별 문항에 대한 

적절성이 5.0 미만으로 나타난 총 9문항(문항1, 문항3, 문항8, 문항12, 문항15, 문

항19, 문항20, 문항21, 문항22)을 제거하였다. 이와 함께 문장구조가 어색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어휘, 정확한 응답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모호한 표현, 문항의 

측정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문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총 4문항(문항5, 

문항11, 문항13, 문항14)을 수정하였다. 이상의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를 토대로 

문항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친 뒤 실제 연구대상인 신규 하위직 공무원 3명에게 

안면타당도를 거쳐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용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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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조사 실시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된 13개 예비문항의 신뢰도와 타당

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120명에게 예비조사용 설

문을 배포하였다. 최종적으로 105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한 94부

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문항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13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표 Ⅲ-3 참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의 

하나로 요인분석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가진 베리맥스 방식을 활용하여 요인구조

를 파악하고 문항별 요인적재량 .40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조직몰입 13문

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89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678.212, 

df=66, 유의확률 .000으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당성

이 떨어지는 7번 문항을 제외하고 분산설명력 63.76% 수준에서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몰입은 .646∼.835, 규범적 몰입은 .636∼.758의 

요인 적재량을 보였으며 총 2개의 요인은 조직몰입의 총 63.76%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전문가 집단과 논의한 결

과, ‘조직의 일’이라는 것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련된 것인지 조직 

전체에 관련된 일인지 응답자가 해석하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7번 문

항을 삭제하기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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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성분

요인1 요인2

정서적 몰입

문항1 .835 .249

문항2 .646 .292

문항3 .712 .228

문항4 .787 .358

문항5 .735 .400

문항6 .731 .327

문힝7 .406 .758

규범적 몰입

문항8 .416 .740

문항9 .175 .749

문항10 .254 .758

문항11 .298 .727

문항12 .383 .636

문항13 .414 .671

고유값 6.574 1.077

설명변량 54.785 8.978

누적변량 54.785 63.763

주1) KMO=.89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678.212, df=66, 유의확률= .000

주2) 요인추출방법: 주축요인추출

주3)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믹스

<표 Ⅲ-3>  조직몰입 조사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예비조사

둘째, 문항 신뢰도 분석 결과(표 Ⅲ-4 참조), 7번 문항을 삭제한 후 문항 전체

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각 하위요인을 살

펴본 결과, 정서적 몰입 .891, 규범적 몰입 .876의 값을 보여 신뢰도가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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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내적일치도(Cronbach’s α) 비고

조직몰입 .924 1~13번 문항(7번 문항 제외)

정서적 몰입 .891 1~6번 문항

규범적 몰입 .876 8~13번 문항

<표 Ⅲ-4>  조직몰입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예비조사

셋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요인 모형의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Ⅲ-5 참조). 탐색

적 요인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전 단계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검증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다. 

요인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정서적 몰입

문항1 .878 .766 .101 8.715***

문항2 .966 .835 .097 9.955***

문항3 1.000 .853 - -

문항4 .755 .663 .106 7.110***

문항5 .695 .649 .101 6.898***

문항6 .831 .803 .089 9.370***

규범적 몰입

문항8 .869 .766 .106 8.202***

문항9 .814 .715 .109 7.488***

문항10 .903 .732 .117 7.726***

문항11 .808 .706 .110 7.372***

문항12 .696 .660 .103 6.771***

문항13 1.000 .825 - -

주1) 적합도지수: CFI=.921, IFI=.923, RMR=.035, SRMR=.056, TLI=.902

주2) * p<.05, ** p<.01, *** p<.001

<표 Ⅲ-5>  조직몰입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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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추정된 상관계수

정서적 몰입 ↔ 규범적 몰입 .726

<표 Ⅲ-6>  조직몰입 조사도구의 하위요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변인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조직몰입 .932

정서적 몰입 .885

규범적 몰입 .891

<표 Ⅲ-7>  조직몰입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본조사

요인적재량(표준화회귀계수)은 정서적 몰입 .649∼.853, 규범적 몰입 .660∼.825

로 나타나 Bagozzi & Yi(1991)가 제시하고 있는 .50 이상 .95 이하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구인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표 Ⅲ-6 참조), 상관계수가 .726으로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요인의 AVE값과 상관계수 제곱값을 비교하

여 판별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정서적 몰입의 AVE .586, 규범적 몰입의 AVE 

.541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 제곱값은 .527로 AVE값이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상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총 12개의 

조직몰입 최종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본조사에서 조직몰입 측정도구로 활용

하였다.

5) 본조사 실시

최종적으로 개발된 12문항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신뢰도 분석 결과

(표 Ⅲ-7 참조),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3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몰입 .885, 규범적 몰입 .891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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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표 Ⅲ-8 참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 적

합도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CFI=.964, RMSEA=.071, SRMR=.027, 

TLI=.955), 모든 문항이 각 요인에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정서적 몰입

문항1 1.000 0.770 - -

문항2 0.820 0.675 0.038 21.710***

문항3 0.734 0.544 0.044 16.810***

문항4 1.092 0.858 0.038 28.395***

문항5 1.116 0.850 0.040 27.959***

문항6 1.084 0.807 0.041 26.413***

규범적 몰입

문항7 1.000 0.804 - -

문항8 0.866 0.755 0.034 25.423***

문항9 0.903 0.756 0.036 25.373***

문항10 0.935 0.735 0.039 24.246***

문항11 0.970 0.736 0.040 24.281***

문항12 0.882 0.770 0.034 25.913***

주1) 적합도지수: CFI=.966, RMSEA=.068, SRMR=.027, TLI=.958

주2) * p<.05, ** p<.01, *** p<.001

<표 Ⅲ-8>  조직몰입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조사

요인적재량(표준화 회귀계수)은 정서적 몰입 .543∼.860, 규범적 몰입 .733

∼.805로 총 .543∼.860으로 나타나 Bagozzi와 Yi(1991)가 제시하고 있는 .50 이상 

.95 이하 기준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기초

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몰입 조사도구는 신뢰도와 타당

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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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명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94) 본조사(n=951)

멘토링 .957 .967

<표 Ⅲ-9>  멘토링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나. 개인수준 변인

1) 멘토링

멘토링은 조직이나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멘토가 멘티

에게 조직적응을 돕고, 직무향상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식적 또는 비공

식적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멘토링은 단일 혹은 다수의 공식적․비공식적 멘토링을 포함하여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인지하는 멘토링의 수준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멘토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도구로는 Kram(1983)과 Burke(1984), Scandura & 

Ragins(1994)의 분류를 바탕으로 멘토링에 대해 Noe(1988)가 개발하고 이만기

(2007a)가 정리한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위는 1∼5점 리

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 멘토링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957

이었으며, 본조사에서 .967로 양호하였다.

2) 신규자 교육만족도

신규자 교육만족도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해당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신규자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한 수준으로, 핵심가치교육, 기초직무교육, 경력개발

교육 만족도의 합을 의미한다. 신규자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김영화, 2014; 서동

택, 2008; 정상헌, 2007; 허진호, 2007)를 종합한 결과, 교육내용은 주로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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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명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94) 본조사(n=951)

신규자 교육만족도 .804 .840

<표 Ⅲ-10>  신규자 교육만족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도구명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94) 본조사(n=951)

경력개발지원 .945 .960

<표 Ⅲ-11>  경력개발지원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교육, 기초직무교육, 경력개발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각 교육만족도의 합을 통해 신규자 교육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위는 1∼5점 리커르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 신규자 교육만족도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804이었으며, 본조사

에서 .840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3) 경력개발지원

경력개발지원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외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조직이 지원하는 총체적 과정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의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전략적 체계성과 운영적 체계성은 Rothenbach(1982)의 측정도구를, 성장기

회는 Iverson(1992)의 측정도구를 종합하여 번안 및 개발한 서경민(2010)의 측정

도구를 배현경(2013)이 총 17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상사의 지원은 Greenhaus 

외(1990)의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력개발지원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945이었으며, 본조사에서 .960으로 양호

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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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명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94) 본조사(n=951)

직무적합성 .871 .880

<표 Ⅲ-12>  직무적합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4) 직무적합성

직무적합성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과 일치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김미희, 신유형, 문철우, 2012; 정동열, 2014; Lauver & 

Kristof-Brown, 2001). 직무적합성에 대한 도구는 측정하고자 하는 초점에 따라 

단순히 기술적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을 측정할 때 단일문항으로 보는 경우가 있

다. 대표적으로 Goulet & Singh(2002)는 직무적합성을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auver & Kristof-Brown(2001)이 개발하고 정동열(2014)이 수정한 측정도구를 연

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 도구는 직무-능력 적합성 3문항, 직무-성격 적합성 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위는 1∼5점 리커르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신뢰도(Cronbach ) 계수는 .85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 연구에서 직무적합성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871이었으며, 본조사에서 .880으로 양호하였다.

5) 경력정체성

경력정체성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경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인지적 

방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남중수, 2014; 이상진, 2011). 이 연구에서는 

Verbruggen & Sels(2008)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이상진(2011)이 번안하고, 남중수

(2014)가 활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Verbruggen & Sels(2008)가 개발한 측정도구

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위는 1∼5점 리커르트 척도로 이루어

져 있다. 내적일치도는 .84이었고, 이상진(2011)과 남중수(2014)의 연구에서도 각

각 .83, .85로서 양호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력정체성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857이었으며, 본조사에서 .840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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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명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94) 본조사(n=951)

경력정체성 .857 .840

<표 Ⅲ-13>  경력정체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6) 공직가치

공직가치(public service value)는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

함에 있어서 우선시하는 기준과 지침을 의미한다. 공직가치는 다시 심동철(2017)

의 연구에 따라 5개의 공직가치군으로 나누고 공직가치군별 중요도 인식 순서에 

따라 대표 하위가치 3가지를 선정한 한국행정연구원(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하

위 공직가치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윤리적 가치(공직윤리, 책임감, 공정성), 

전문직업적 가치(신뢰,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 협력), 민주적 가치(사회정의, 약

자보호, 민주주의), 혁신적 가치(열정, 결단력, 독립성), 전통적 가치(정권의 품위, 

조직에 대한 충성, 정치적 충성심)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공직가치는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찾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 Witesman & Walters(2014)가 

간접적인 질문 형태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심동철(2017)이 번안하고, 우리나라 행

정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총 

15개 문항에 대해 응답 범위는 1∼5점 리커르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

에서 공직가치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윤리적 가치 .750, 전문직업적 가치 

.808, 민주적 가치 .808, 혁신적 가치 .789, 전통적 가치 .649로, 본조사에서 윤리

적 가치 .747, 전문직업적 가치 .721, 민주적 가치 .755, 혁신적 가치 .683, 전통적 

가치 .644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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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명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94) 본조사(n=951)

윤리적 가치 .750 .747

전문직업적 가치 .808 .721

민주적 가치 .808 .755

혁신적 가치 .789 .683

전통적 가치 .649 .644

<표 Ⅲ-14>  공직가치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다. 조직수준 변인

1) 멘토링 (지자체별 평균)

지자체별 멘토링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응답한 멘토링 값을 지자체별 평균

값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2) 일과 삶의 균형 (지자체별 평균)

일과 삶의 균형이란 일과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가용자원을 조절·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균형감과 만족감을 느끼

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은 김정운, 박정열(2008)이 개

발한 측정도구를 김창엽(2016)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대상에 맞

게 수정・보완하였다.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위는 1∼5점 

리커르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신뢰도는 예비조

사에서 .945이었으며, 본조사에서 .951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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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명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94) 본조사(n=951)

일과 삶의 균형 .945 .951

<표 Ⅲ-15>  일과 삶의 균형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3) 경력개발지원 (지자체별 평균)

지자체별 경력개발지원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응답한 경력개발지원 값을 지

자체별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4) 조직문화

이 연구에서 조직문화는 가치, 관습, 규범, 신념, 기대, 전제, 인지, 행동규범, 

행동유형 등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보편화된 생활양식의 총체

로 정의하며, Cameron & Quinn(1999)의 경쟁가치모형에 따라 관계지향문화, 변

화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로 구성된다. 조직문화의 유형을 측정하

는데 사용되는 측정도구로는 대표적으로 Yeung et al.(1991)의 3가지 속성(문화적 

특성, 결속근거, 전략적 강조)을 중심으로 한 김호정(2002), 이제윤(2011)의 Likert

방식 설문문항 척도, Cammeron & Quinn(1999)에 의해 개발되어 백평구(2007), 

정주연(2010), 최동호(2010), 이선영(2011), 유정은(2012), 남중수(2014)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측정도구인 OCAI(Organizational Culture Assessment 

Instrument) 등이 있다. 특히 OCAI는 6가지 차원(조직의 전반적 성격, 조직의 리

더십, 직원에 대한 관리, 조직의 응집력, 전략적 강조, 조직의 성공 기준)을 토대

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측정도구에 비해 조직문화에 대한 풍부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Likert 방식의 척도는 4가지 문화유형을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등간격 척도(interval scales)이기 때문에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

로 하는 다양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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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명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94) 본조사(n=951)

관계지향문화 .811 .858

변화지향문화 .771 .874

과업지향문화 .800 .819

위계지향문화 .642 .820

<표 Ⅲ-16>  조직문화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화적 특성이 함께 존재하거나 심지어 서로 배치되는 문화적 특성이 역설적으로 

공존하는 문화적 프로필을 왜곡 없이 잘 포착할 수 있게 한다(이동수, 2007).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이 공공 부문 조직 안에 공존할 수 

있으며, 서로 배치되는 성격의 문화도 지닐 수 있다는 가정 하에 OCAI를 활용하

되, 공공조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유형별 조직문화 수준을 파악하기로 한다. 

한편, 수정․보완된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성된 문항은 리커르

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직문화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관계

지향문화 .811, 변화지향문화 .771, 과업지향문화 .800, 위계지향문화 .642로, 본조

사에서 관계지향문화 .858, 변화지향문화 .874, 과업지향문화 .819, 위계지향문화 

.820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5) 기초지자체 유형

기초지자체 유형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시적 형태를 갖춘 

시,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군, 특별시와 광역시 내에 설치된 자치구로 구분된

다. 이 연구에서 군은 ‘0’으로, 도시 및 대도시에 위치하는 시와 자치구는 

‘1’ 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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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연구의 자료 수집은 Dillman(2000)에 따라 협력자로서 조사대상 기초지자체의 

인사담당자 또는 노조위원장 섭외 및 소속 신규 하위직 공무원(3년차 이하)의 명

부 확보, 조사도구 발송 및 방문전달, 조사도구 수거의 절차를 통해 실시하기로 

한다. 우선 유의표집된 35개 기초지자체 인사담당자 및 노조위원장에게 연구의 

취지‧응답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해당 기초지

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수집된 자료의 신뢰

도를 높였다.

한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성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 연구자가 미리 

협조된 기초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최대한 현장에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우편조

사의 경우 설문에 대한 협력자용 안내문, 설문지, 반송봉투, 협력자 및 응답자에 

대한 소정의 사례품을 전달하고 협력자를 통해 설문 및 회수를 요청하였다. 또한 

설문지 회수율이 낮을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조사를 병행하였다. 온라인조사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이메일로 설문을 발송하여 답신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

였으며, 응답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전달하였다. 우편조사와 온라인조사의 자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유선으로 설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설문 진행이 지연될 

경우 협력자를 통해 설문 진행을 독려하였다. 자료 배포 및 수집은 2018년 8월 7

일부터 8월 31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하였다.

이상을 통해 배포된 1,400부 중 1,200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85.7%),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중복 응답, 미응답, 이상치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33개 기초지자체의 951명(유효 응답율 79.3%)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

다. 수집된 자료 중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응답자 일반적 특성은 <표 Ⅲ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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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464 48.79

여 487 51.21

연령

50대 이상   5 0.53

40대 44 4.63

30대 389 40.90 

20대 509 53.52

10대   4 0.42

학력

대학원 졸업 이상 18 1.89

대졸(4년제 이상) 800 84.12

전문대졸 71 7.47

고졸이하 62 6.52

소속

기초지자체

시 377 39.64

군 230 24.19

자치구 344 36.17

직급
8급 383 40.27

9급 568 59.73

근무기간

3년차 345 36.28

2년차 311 32.70

1년차 295 31.02

연고유무
유 456 47.95

무 495 52.05

경력유무
유 340 35.75

무 611 64.25

계 951 100

<표 Ⅲ-17>  응답자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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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과 

조직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위계적 자료 구조(hierarchical data structures)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수준, 개인 및 조직 차원 변인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과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과 조직 차원 변인의 위

계적 구조 자료 분석을 위해 HLM 7.0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수준 위계적 선형

모형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기초모형(Null Model), 연구모형

(Explanatory Model) 순서대로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0.01 수준에서도 유의도를 판단하여 제시하였

다. 그리고 2수준에 투입되는 변수는 개인변수를 집단변수로 변환하기 위해 1수

준에 투입되는 개인변수의 집단평균을 계산한 뒤, 전체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를 거쳐 투입하였다.

가. 기초모형: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모형

위계적 선형모형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다층자료로부터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조직몰입의 전체 변량을 집단 내 변량과 집단 간 변량으로 분할하기 위한 목적

으로 기초모형(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모형: the one-way anova model)을 설정하

였다. 기초모형은 집단 내 모형과 집단 간 모형에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종

속변인인 조직몰입의 구분만 있는 최소모형이다(강상진, 2016). 기초모형은 1수준 

모형(집단 내 모형)과 2수준 모형(집단 간 모형)으로 구분되며, 2수준 모형을 1수

준 모형에 대입하여 통합모형을 얻는다. 이를 통해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수

준과 기초지자체 조직 수준의 변량을 분할하고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도출함으로써 조직몰입이 기초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구명하고, 다음 단계 분석의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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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수준 모형:

2수준 모형:

     ∼  

통합모형:

    

  번째 기초지자체 번째신규 하위직공무원의 조직몰입 값

  번째 기초지자체 조직몰입 값의 평균

  
  조직몰입의 개인수준 변량

  전체 표본의 조직몰입 값의 평균

    조직몰입의 조직수준 변량

 
 




  조직수준 변량  개인수준 변량

나. 연구모형1: 공변량 분석모형

위계적 선형모형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조직몰입에 대한 조직 특성 변인의 평

균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모형(regression with means-as-outcomes 

model)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수준 모형(집단 내 모형)은 무선효과 일원변량

분석모형과 동일하며, 2수준 모형(집단 간 모형)은 기초지자체 조직 수준 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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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입한 모형이다. 2수준 모형에서 전체 기초지자체의 평균 조직몰입을 절편계수

()로 추정하고, 기초지자체별 조직 특성 변인이 기초지자체 평균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기울기 계수로 추정함으로써 기초지자체별 신규 하위직 공무

원의 조직몰입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수준 모형:

2수준 모형:

     기초지자체 유형    멘토링 지자체별평균 

  일삶의균형 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지자체별평균 

  관계지향문화지자체별평균  변화지향문화 지자체별 평균

  과업지향문화지자체별평균  위계지향문화 지자체별 평균 

  번째 기초지자체 번째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값

  번째 기초지자체 조직몰입 값의 평균

  
  조직몰입의 개인수준 변량

  전체표본의 조직몰입 값의 평균

  조직 수준 변인의 평균 기울기     

    조직몰입의 조직수준 변량

다. 연구모형2 :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random-coefficients model)은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특성 변인의 평균 효과를 구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1수준 모형(집단 내 모

형)에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특성 변인을 투입하고, 2수준 모형(집단 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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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기초지자체 번째의 신규 공무원 조직몰입 값

  번째 기초지자체의조직몰입 값의 평균

  번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수준 변인들

   절편    성별  연령  학력  연고유무 

  직급   근무연수  경력유무   멘토링

  신규자교육만족도  경력개발지원  직무적합성 

 경력정체성   윤리적가치  전문직업적가치 

 민주적가치   혁신적가치  전통적가치 

  
  개인 수준 잔차 변량

  기초지자체별 절편 평균

  기초지자체별 기울기 평균

   절편 변량

에는 변인을 투입하지 않는다. 두 모형 간의 기초지자체 내 변량 변화량과 무선

효과 일원분산분석모형의 기초지자체 내 변량 추정치 간의 비교를 통해 조직몰

입에 대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특성 변인의 순수한 설명변량을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수준 모형:

2수준 모형:

     ∼   

     for       

라. 연구모형3: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intercepts-and slope-as-outcomes model)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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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에 대한 조직 특성 변인의 평균 효과와 개인 수준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구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1수준 모형(집단 내 모형)에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수준 변인을 투입하고, 2수준 모형(집단 간 모형)에는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개인특성 변인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 특

성 변인을 투입하여 층위 간 상호작용효과(cross-level interaction)를 구명한다. 

이에 해당하는 수식은 4장 연구 결과에서 기술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한 연구문제별 통계분석방법을 정리하면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연구문제별 통계분석 방법

연구문제 통계분석 방법

�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

몰입은 개인 및 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

는가?

▪HLM 기초모형(무선효과 일원변량 모형)

(the one-way anova model)

�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

입에 대한 조직 특성 변인의 효과는 어

떠한가?

▪HLM 연구모형1(공변량 분석 모형)

(regression with means-as-outcomes model)

�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

입에 대한 개인 특성 변인의 효과는 어

떠한가?

▪HLM 연구모형2(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

(random-coefficients model)

�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

입에 대한 개인 및 조직 특성 변인의 상

호작용효과는 어떠한가?

▪HLM 연구모형3(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

(intercepts-and slopes-as-outcome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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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직몰입 3.50 0.62 1.25 5.00

정서적 몰입 3.48 0.66 1.00 5.00

규범적 몰입 3.52 0.65 1.00 5.00

<표 Ⅳ-1>  조직몰입의 기초 통계치

IV. 연구 결과

1. 측정 변인의 기초통계 분석

가. 조직몰입의 기초 통계치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 수준의 기초 통계치 분석 결과(표 Ⅳ

-1 참조),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수준은 평균 3.50(표준편차 .62)으로 나

타나 보통(3점)과 그런 편이다(4점) 수준 사이의 값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는 규

범적 몰입(3.52), 정서적 몰입(3.48) 순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나.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의 기초 통계치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연고유무, 직급, 

근무연수, 경력유무, 멘토링(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델기능), 신규

자 교육만족도, 경력개발지원(전략적체계성, 운영적체계성, 성장기회, 상사의 지

원), 직무적합성(직무-능력적합성, 직무-성격적합성), 경력정체성, 공직가치(윤리

적가치, 전문직업적가치, 민주적가치, 혁신적가치, 전통적가치)로 구성된다.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 중 성별과 연고유무, 경력유무는 0과 1로 입력한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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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0.51 0.50 0.00 1.00

연령

(참조집단: 20대 이하)

40대 이상 0.05 0.22 0.00 1.00

30대 0.41 0.49 0.00 1.00

학력

(참조집단: 고졸 이하)

대학원졸 0.02 0.14 0.00 1.00

대,전문대 졸 0.92 0.28 0.00 1.00

연고유무 0.48 0.50 0.00 1.00

직급 0.60 0.49 0.00 1.00

근무연수

(참조집단: 1년 이하)

3년차 0.36 0.48 0.00 1.00

2년차 0.33 0.47 0.00 1.00

경력유무 0.36 0.48 0.00 1.00

멘토링 3.46 0.71 1.00 5.00

신규자교육만족도 3.17 0.73 1.00 5.00

경력개발지원 2.99 0.69 1.00 5.00

직무적합성 3.23 0.70 1.00 5.00

경력정체성 3.49 0.56 1.17 5.00

공직가치

윤리적 가치 3.86 0.58 1.00 5.00

전문직업적 가치 3.82 0.57 1.00 5.00

민주적 가치 3.71 0.60 1.00 5.00

혁신적 가치 3.66 0.59 1.33 5.00

전통적 가치 3.55 0.59 1.00 5.00

<표 Ⅳ-2>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의 기초 통계치

변인으로, 각 변인의 평균값은 1로 입력된 준거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

다. 경력유무는 민간․공공 부문에 관계없이 경력이 있다면 ‘1’로 입력하였다.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의 기초통계치 분석 결과는 다음 <표Ⅳ-2>와 같다. 

주1) 성별은 더미변인(0, 1)으로서 여성(1), 남성(0)으로 설정함

주2) 연고유무는 더미변인(0, 1)으로서 연고 없음(0), 연고 있음(1)로 설정함 

주3) 경력유무는 더미변인(0, 1)으로서 경력 없음(0), 경력 있음(1)로 설정함 

주4) 직급은 더미변인(0, 1)으로서 8급(0), 9급(1)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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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초지자체 유형 0.71 0.46 0.00 1.00

멘토링(평균) 3.48 0.34 2.35 4.03

일과 삶의 균형(평균) 2.89 0.43 1.47 3.81

경력개발지원(평균) 3.00 0.39 2.03 4.12

조직
문화

관계지향문화(평균) 3.22 0.35 2.21 4.19

변화지향문화(평균) 2.93 0.31 2.29 3.98

과업지향문화(평균) 3.21 0.29 2.37 3.83

위계지향문화(평균) 3.39 0.34 2.40 4.04

<표 Ⅳ-3>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의 기초 통계치

다.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의 기초 통계치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은 기초지자체 유형, 기초지자체별 평균 멘토링, 기초지

자체별 평균 일과 삶의 균형,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기초지자체별 평

균 조직문화(관계지향문화, 변화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로 구성된

다.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 중 기초지자체 유형은 0과 1로 입력한 더미 변인으로, 

변인의 평균값은 1로 입력된 준거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의 기초통계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3>과 같다. 

주) 기초지자체 유형은 더미변인(0, 1)으로 군(0), 시와 자치구(1)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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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및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의 관계 분석

가. 기초자료 분석

1) 상관 분석

다층분석 이전에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의 상관계수(r)를 활용하였으며, 

Davis(1971)가 제시한 상관 정도의 판단기준을 따랐다. Davis(1971)에 따르면, 상

관계수가 .70 이상일 때 매우 높은 상관이라 보았으며, .50 이상 .70 미만은 높은 

상관, .30 이상 .50 미만은 중간 상관, .10 이상 .30 미만은 낮은 상관으로 판단하

였으며, .10 이하는 매우 낮은 상관으로 보고 있다. 

상관 분석 결과(표 Ⅳ-4 참조), 조직몰입은 관계지향문화(r=.66, p<.01), 경력개

발지원(r=.61, p<.01), 전통적 가치(r=.59, p<.01), 전문직업적 가치(r=.57, p<.01), 변

화지향문화(r=.56, p<.01), 멘토링(r=.56, p<.01), 직무적합성(r=.54, p<.01), 민주적 

가치(r=.53, p<.01), 위계지향문화(r=.52, p<.01), 윤리적 가치(r=.50, p<.01)와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혁신적 가치(r=.48, p<.01), 경력정체성(r=.41, 

p<.01) 신규자 교육만족도(r=.41, p<.01), 일과 삶의 균형(r=.32, p<.01), 과업지향문

화(r=.30, p<.01)는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성별(r=-.17, p<.01) 2년차(r=-.12, 

p<.01)와는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40대(r=.09, p<.01), 연고유무(r=.09, 

p<.01), 직급(r=.08, p<.01), 경력유무(r=.04, p<.01)와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정적 상

관관계를, 3년차(r=-.09, p<.01), 대․전문대졸(r=-.05, p<.01), 대학원졸(r=-.04, 

p<.01), 30대(r=-.02, p<.01)와는 매우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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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조직몰입

(1)조직몰입전체 1.00

(2)정서적조직몰입 0.95 1.00

(3)규범적조직몰입 0.95 0.79 1.00

(4)성별 -0.17-0.15-0.17 1.00

연령
(5)40대 0.09 0.08 0.10 -0.11 1.00

(6)30대 -0.02-0.03-0.01-0.21-0.19 1.00

학력
(7)대학원졸 -0.04-0.04-0.04 0.03 0.14 0.03 1.00

(8)대,전문대졸 -0.05-0.05-0.04 0.11 -0.05 0.06 -0.46 1.00

(9)연고유무 0.09 0.10 0.07 0.00 -0.04 0.03 -0.04-0.03 1.00

(10)직급 0.08 0.08 0.08 0.06 -0.03-0.13-0.04 0.04 -0.02 1.00

근무연수
(11)3년차 -0.09-0.08-0.09-0.07 0.08 0.26 0.06 0.00 0.05 -0.50 1.00

(12)2년차 -0.12-0.09-0.13 0.08 -0.10-0.01-0.01 0.01 -0.07 0.17 -0.53 1.00

(13)경력유무 0.04 0.03 0.05 -0.09 0.21 0.20 0.03 0.06 -0.03-0.05 0.04 -0.07 1.00

(14)멘토링 0.56 0.55 0.50 -0.08 0.00 -0.06-0.03-0.03 0.02 0.01 -0.10-0.10 0.07 1.00

(15)신규자교육만족도 0.41 0.41 0.36 -0.08 0.01 0.00 -0.03-0.01 0.03 0.01 -0.02-0.10 0.07 0.45 1.00

(16)일과삶의균형 0.32 0.31 0.30 -0.08 0.03 -0.01-0.07-0.04 0.00 -0.02-0.02-0.07 0.08 0.33 0.24 1.00

(17)경력개발지원 0.61 0.58 0.57 -0.08 0.06 -0.04-0.03-0.02 0.05 0.10 -0.11-0.12 0.04 0.61 0.54 0.42 1.00

(18)직무적합성 0.54 0.51 0.52 -0.10 0.11 0.02 0.02 -0.06 0.01 0.04 -0.02-0.03 0.07 0.29 0.26 0.31 0.40 1.00

(19)경력정체성 0.41 0.35 0.42 -0.07 0.11 0.00 -0.01 0.00 0.08 -0.01-0.01-0.02 0.06 0.30 0.21 0.25 0.30 0.48 1.00

공직가치

(20)윤리적가치 0.50 0.45 0.50 -0.01 0.05 -0.04-0.04 0.00 0.05 0.00 -0.02-0.10 0.09 0.46 0.25 0.26 0.39 0.31 0.39 1.00

(21)전문직업적가치 0.57 0.52 0.56 -0.02 0.06 -0.07-0.04-0.01 0.06 0.02 -0.05-0.14 0.09 0.47 0.29 0.25 0.43 0.37 0.39 0.77 1.00

(22)민주적가치 0.53 0.48 0.53 -0.06 0.10 -0.05-0.03 0.01 0.06 0.04 -0.06-0.13 0.11 0.41 0.28 0.23 0.40 0.34 0.40 0.70 0.78 1.00

(23)혁신적가치 0.48 0.44 0.47 -0.07 0.08 -0.03-0.02 0.00 0.08 0.00 0.00 -0.08 0.09 0.35 0.27 0.22 0.37 0.40 0.42 0.60 0.68 0.67 1.00

(24)전통적가치 0.59 0.53 0.58 -0.08 0.06 -0.03-0.01-0.02 0.05 0.04 -0.06-0.09 0.11 0.40 0.34 0.20 0.50 0.39 0.38 0.59 0.66 0.68 0.66 1.00

조직문화

(25)관계지향문화 0.66 0.65 0.59 -0.08 0.05 -0.04-0.03-0.05 0.06 0.00 -0.09-0.11 0.00 0.64 0.48 0.38 0.75 0.36 0.29 0.41 0.45 0.43 0.38 0.51 1.00

(26)변화지향문화 0.56 0.52 0.53 -0.16 0.09 -0.01-0.04-0.04 0.03 0.05 -0.08-0.13 0.02 0.48 0.46 0.30 0.71 0.32 0.26 0.28 0.34 0.37 0.33 0.46 0.77 1.00

(27)과업지향문화 0.30 0.28 0.28 -0.04 0.06 -0.03-0.01-0.01 0.01 -0.13 0.05 -0.05 0.04 0.38 0.36 0.18 0.44 0.20 0.25 0.27 0.26 0.27 0.26 0.30 0.53 0.51 1.00

(28)위계지향문화 0.52 0.49 0.49 -0.01 0.05 -0.08-0.05 0.00 0.05 -0.04-0.06-0.09 0.08 0.57 0.42 0.34 0.60 0.32 0.32 0.49 0.50 0.46 0.39 0.43 0.71 0.49 0.60 1.00

<표 Ⅳ-4> 조직몰입과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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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성별(참조집단: 남자) 0.859 1.165

연령

(참조집단: 20대 이하)

40대 이상 0.805 1.243

30대 0.727 1.376

학력

(참조집단: 고졸 이하)

대학원졸 0.733 1.364

대,전문대 졸 0.730 1.369

연고유무(참조집단: 무) 0.962 1.039

직급(참조집단: 8급) 0.684 1.463

근무기간

(참조집단: 1년 이하)

3년차 0.442 2.265

2년차 0.603 1.659

경력유무(참조집단: 무) 0.823 1.215

기초지자체 유형(참조집단: 군) 0.884 1.131

멘토링

경력개발기능 0.198 5.048

심리사회적기능 0.232 4.314

역할모델기능 0.238 4.203

신규자교육만족도 0.649 1.542

일과 
삶의 
균형

일-가정균형 0.345 2.896

일-여가균형 0.252 3.974

일-성장균형 0.240 4.162

경력
개발
지원

전략적체계성 0.285 3.504

운영적체계성 0.234 4.282

성장기회 0.248 4.035

상사의 지원 0.305 3.284

직무
적합성

직무-능력적합성 0.462 2.166

직무-성격적합성 0.463 2.159

<표 Ⅳ-5>  조직몰입과 독립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2)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공선성의 진단은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활용하였으며, 공차한계는 1.0에 근접할수록, 변량팽창계수는 10이

하의 값을 보일 때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중공선성의 진단 결과

(표Ⅳ-5 참조), 독립변인의 공차한계는 .198∼.962의 값을 보였으며 변량팽창계수

는 1.039∼5.048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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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정체성 0.650 1.539

공직
가치

윤리적 가치 0.351 2.852

전문직업적 가치 0.250 3.996

민주적 가치 0.304 3.285

혁신적 가치 0.415 2.410

전통적 가치 0.379 2.641

조직
문화

관계지향문화 0.213 4.706

변화지향문화 0.297 3.362

과업지향문화 0.526 1.901

위계지향문화 0.336 2.979

나. 기초모형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의 

집단 내 변량과 집단 간 변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표 Ⅳ-6 참조).

고정효과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평균 조직몰입 

추정 값은 3.50으로, 국내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의 평균값

(plausible vlaue range)이 3.58∼3.46에 속할 확률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무선효과 분석 결과, 기초지자체 수준의 변량은 .048, 신규 하위직 공무원 

수준의 변량은 .341로 나타났으며, 집단 내 상관계수(ICC)는 .123으로 신규 하위

직 공무원 조직몰입의 전체 변량 중 12.3%가 기초지자체 간 차이로, 87.7%가 신

규 하위직 공무원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로 나타났다.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모형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은 기초지자체 내 신규 하위직 공무원 및 기초지자체 간

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초지자체 수준보다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수준으로 인한 조직몰입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선효과의 검증 결과(=150.667 <.001), 모든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

원의 조직몰입 수준이 같다는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의 차이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수준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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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Fixed Effect) Coefficient SE t p-value

절편() 3.503 .043 82.341 <.001

무선효과(Random Effect) SD Variance  p-value

집단 간 변량() .219 .048 150.667 <.001

집단 내 변량() .584 .341

집단 내 상관계수(ICC) .048/(.048+.341)=.123

<표 Ⅳ-6> 기초모형 분석 결과

조직 수준에서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의 차이가 개인 수준과 기초지자체 조직 수준에서 함께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 집단 내 상관계수(ICC)=집단 간 변량/(집단 내 변량+집단 간 변량)

다. 연구모형 분석 결과

1) 연구모형1: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에 대한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의 효과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기초

지자체 특성 변인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공변량분석모형(regression with 

means-as-outcomes)을 실시하였다(표 Ⅳ-7 참조).

고정효과 분석 결과,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

을 주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계지향문화(=.613, p=.060), 과업

지향문화(=-.353, p=.072)가 통계적 유의성에 가장 근접했던 변수로 나타났다. 

즉 관계지향문화는 조직몰입에 정(+)의 효과를, 과업지향문화는 조직몰입에 부(-)

의 효과를 보이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 간 변량은 .004로 기초모형의 집단 간 변량 .048보다 

.044만큼 분산이 줄었으며, 이는 기초지자체 수준 전체 변량에서 약 92%가 감소

한 것으로,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의 기초지자체 

간 변량의 약 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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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Fixed Effect) Coefficient SE t p-value

절편() 3.533 0.044    79.548 0.000

기초지자체 유형    -0.042 0.052    -0.811 0.425

멘토링(평균)    -0.292 0.173    -1.687 0.104

일과 삶의 균형(평균)    -0.018 0.111    -0.166 0.870

경력개발지원(평균)    -0.079 0.261    -0.303 0.764

조직

문화

관계지향문화(평균) 0.613 0.312 1.965 0.060

변화지향문화(평균) 0.276 0.270 1.021 0.317

과업지향문화(평균)    -0.353 0.188    -1.877 0.072

위계지향문화(평균) 0.402 0.361 1.114 0.276

무선효과(Random Effect) SD Variance  p-value

집단 간 변량() 0.061 0.004 31.661 0.168

집단 내 변량() 0.584 0.340

<표 Ⅳ-7> 연구모형1 분석 결과

고정효과(Fixed Effect) Coefficient SE t p-value

절편() 3.590 0.073    49.191 0.000

성별(참조집단: 남자)   -0.086 0.037   -2.330 0.026

연령

(참조집단: 20대 이하)

40대 이상 0.215 0.075 2.861 0.008

30대 0.030 0.036 0.828 0.414

학력 대학원졸   -0.252 0.132   -1.914 0.064

<표 Ⅳ-8> 연구모형2 분석 결과   

2) 연구모형2: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특성 변인의 효과

이 연구의 세 번째 연구 문제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특성 변인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

(random-coefficient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Ⅳ-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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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집단: 고졸 이하) 대,전문대 졸   -0.100 0.063   -1.579 0.123

연고유무(참조집단: 무) 0.027 0.026 1.034 0.309

직급(참조집단: 8급) 0.067 0.043 1.576 0.124

근무기간

(참조집단: 1년 이하)

3년차   -0.006 0.043   -0.138 0.892

2년차   -0.015 0.036   -0.428 0.671

경력유무(참조집단: 무경력자)   -0.061 0.028   -2.179 0.036

멘토링 0.199 0.031 6.452 0.000

신규자 교육만족도 0.030 0.024 1.241 0.224

경력개발지원 0.203 0.031 6.483 0.000

직무적합성 0.213 0.028 7.533 0.000

경력정체성 0.004 0.034 0.119 0.906

공직
가치

윤리적 가치 0.049 0.043 1.135 0.265

전문직업적 가치 0.125 0.052 2.392 0.023

민주적 가치 0.069 0.044 1.572 0.125

혁신적 가치   -0.031 0.040   -0.782 0.440

전통적 가치 0.141 0.040 3.549 0.001

무선효과(Random Effect) SD Variance  p-value

집단 간 변량() 0.254 0.065 11.368 0.022

성별(참조집단: 남자) 0.160 0.026 8.712 0.068

연령

(참조집단: 20대 이하)

40대 이상 0.264 0.069 4.586 0.332

30대 0.141 0.020 1.909 >.500

학력

(참조집단: 고졸 이하)

대학원졸 0.454 0.206 15.101 0.005

대,전문대 졸 0.231 0.054 9.411 0.051

연고유무(참조집단: 무) 0.068 0.005 3.285 >.500

직급(참조집단: 8급) 0.166 0.028 24.664 0.000

근무기간

(참조집단: 1년 이하)

3년차 0.113 0.013 4.422 0.352

2년차 0.098 0.010 9.470 0.050

경력유무(참조집단: 무경력자) 0.063 0.004 2.802 >.500

멘토링 0.119 0.014 11.39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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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교육만족도 0.081 0.007 2.828 >.500

경력개발지원 0.104 0.011 11.837 0.018

직무적합성 0.109 0.012 8.808 0.065

경력정체성 0.127 0.016 3.488 >.500

공직
가치

윤리적 가치 0.157 0.025 2.172 >.500

전문직업적 가치 0.193 0.037 14.623 0.006

민주적 가치 0.155 0.024 5.294 0.257

혁신적 가치 0.146 0.021 6.053 0.194

전통적 가치 0.135 0.018 6.004 0.198

집단 내 변량() 0.312 0.097

고정효과 분석 결과, 성별(=-.086, p<.05), 40대 이상 연령(=.215, p<.01), 경력

유무(=-.061, p<.05), 멘토링(=.199, p<.001), 경력개발지원(=.203, p<.001), 직무

적합성(=.213, p<.001), 전문직업적 가치(=.125, p<.05), 전통적 가치(=.141, 

p<.01)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

성보다는 남성이, 20대 이하보다는 40대 이상이, 유경력자보다 무경력자가, 멘토

링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경력개발지원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직무적합성

을 높게 인식할수록, 전문직업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전통적 가치를 중

요하게 인식할수록 조직몰입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 간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11.368 

<.05), 조직몰입에 대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특성 변인의 효과

에 기초지자체 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의 결과

를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집단 내 변량이 .341에서 .097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은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 

조직몰입 수준의 약 71.6%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의 무선효과에서 집단 간 변량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를 살펴보면, 성별,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델기능과 전문직업적가

치, 민주적가치의 무선효과 변량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하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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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편   성별  대연령  대연령

  대전문대졸업   대학원졸   연고유무   직급 

  년차근무   년차근무  경력유무 

  멘토링    신규자교육만족도    경력개발지원 

  직무적합성   경력정체성  윤리적가치 

  전문직업적가치   민주적가치   혁신적가치

  전통적가치  

공무원의 학력(대학원졸), 직급, 멘토링, 경력개발지원과 전문직업적 가치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기초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것으로, 학력(대학원졸), 직급, 

멘토링, 경력개발지원과 전문직업적 가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기초지자

체에 따라 더 클 수도, 또는 더 작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3) 연구모형3: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과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의 상호작용효과

이 연구의 네 번째 연구 문제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특성 변인과 기초지자체 조직 특성 변인 간의 효과를 구명

하기 위하여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intercept- and slope-as-outcomes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Ⅳ-9 참조).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 분석은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 분석 결

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학력(대학원졸), 직급, 멘토링, 경력개발지원, 전문직업

적가치 변인을 대상으로 각 변인의 2수준 모형 내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을 투입

하였으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수준 모형:

2수준 모형:

    for      

    기초지자체유형  멘토링   일과삶의균형 

  경력개발지원   관계지향문화   변화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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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Fixed Effect) Coefficient SE t -value

절편() 3.605 0.080    45.141 0.000

성별(참조집단: 남자)   -0.087 0.038   -2.303 0.028

연령
(참조집단: 20대 이하)

40대 이상 0.200 0.081 2.454 0.020

30대 0.037 0.038 0.983 0.333

학력

(참조집단: 

고졸이하)

대학원졸   -0.269 0.496   -0.542 0.592

기초지자체 유형   -0.173 0.610   -0.284 0.779

멘토링(평균) 0.006 0.908 0.006 0.995

일과 삶의 균형(평균) 0.319 0.795 0.401 0.691

경력개발지원(평균) 2.633 2.400 1.097 0.284

관계지향문화(평균) 7.223 3.769 1.917 0.066

<표 Ⅳ-9> 연구모형3 분석 결과  

    

    기초지자체유형  멘토링   일과삶의균형 

  경력개발지원   관계지향문화   변화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for      

     기초지자체유형  멘토링   일과삶의균형

  경력개발지원  관계지향문화   변화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기초지자체유형  멘토링   일과삶의균형

  경력개발지원  관계지향문화   변화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for      

     기초지자체유형  멘토링   일과삶의균형

  경력개발지원  관계지향문화   변화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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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지향문화(평균)   -6.133 3.702   -1.657 0.110

과업지향문화(평균) 0.707 0.963 0.734 0.470

위계지향문화(평균)   -4.774 2.301   -2.075 0.048

대,전문대 졸   -0.117 0.068   -1.717 0.095

연고유무(참조집단: 무) 0.024 0.026 0.917 0.366

직급(참조집단: 8급) 0.074 0.060 1.232 0.230

기초지자체 유형 0.000 0.047 0.006 0.996

멘토링(평균)   -0.402 0.163   -2.468 0.021

일과 삶의 균형(평균) 0.020 0.104 0.194 0.848

경력개발지원(평균)   -0.499 0.240   -2.079 0.048

관계지향문화(평균) 0.242 0.293 0.824 0.418

변화지향문화(평균) 0.606 0.259 2.343 0.027

과업지향문화(평균)   -0.859 0.203   -4.238 0.000

위계지향문화(평균) 0.751 0.327 2.297 0.030

근무기간
(참조집단: 1년 이하)

3년차   -0.019 0.044   -0.419 0.677

2년차   -0.028 0.036   -0.774 0.444

경력유무(참조집단: 무경력자)   -0.055 0.029   -1.918 0.063

멘토링 0.267 0.049 5.430 0.000

기초지자체 유형   -0.074 0.057   -1.311 0.202

멘토링(평균) 0.128 0.198 0.650 0.521

일과 삶의 균형(평균)   -0.121 0.132   -0.916 0.369

경력개발지원(평균)   -0.670 0.290   -2.309 0.030

관계지향문화(평균)   -0.626 0.357   -1.754 0.091

변화지향문화(평균) 1.157 0.318 3.644 0.001

과업지향문화(평균)   -0.662 0.213   -3.099 0.005

위계지향문화(평균) 0.931 0.399 2.330 0.028

신규자교육만족도 0.036 0.025 1.417 0.166

경력개발지원 0.232 0.058 3.985 0.001

기초지자체 유형   -0.062 0.062   -0.989 0.333

멘토링(평균)   -0.161 0.191   -0.841 0.409

일과 삶의 균형(평균) 0.039 0.128 0.308 0.761

경력개발지원(평균) 0.554 0.303 1.828 0.079

관계지향문화(평균) 0.304 0.407 0.745 0.463

변화지향문화(평균)   -1.217 0.343   -3.546 0.002

과업지향문화(평균) 0.355 0.238 1.49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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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지향문화(평균)   -0.252 0.428   -0.589 0.561

직무적합성 0.213 0.029 7.281 0.000

경력정체성 0.002 0.034 0.050 0.960

공직
가치

윤리적 가치 0.045 0.041 1.108 0.277

전문직업적 가치 0.103 0.076 1.362 0.185

기초지자체 유형 0.062 0.068 0.910 0.372

멘토링(평균) 0.084 0.247 0.340 0.737

일과 삶의 균형(평균)   -0.040 0.154   -0.257 0.800

경력개발지원(평균) 0.687 0.343 2.002 0.056

관계지향문화(평균) 0.290 0.434 0.668 0.510

변화지향문화(평균)   -0.521 0.371   -1.405 0.172

과업지향문화(평균) 0.354 0.249 1.422 0.167

위계지향문화(평균)   -0.807 0.493   -1.637 0.114

민주적 가치 0.059 0.045 1.314 0.198

혁신적 가치   -0.033 0.039   -0.851 0.401

전통적 가치 0.126 0.040 3.143 0.004

무선효과(Random Effect) SD Variance  -value

집단 간 변량() 0.298 0.089   11.574 0.021

성별(참조집단: 남자) 0.165 0.027 8.753 0.067

연령

(참조집단: 20대 이하)

40대 이상 0.309 0.096 4.571 0.334

30대 0.155 0.024 2.057 >.500

학력

(참조집단: 고졸 이하)

대학원졸 0.375 0.140   16.953 >.500

대,전문대 졸 0.257 0.066 9.594 0.047

연고유무(참조집단: 무) 0.065 0.004 3.367 >.500

직급(참조집단: 8급) 0.202 0.041   28.919 >.500

근무기간

(참조집단: 1년이하)

3년차 0.117 0.014 4.580 0.333

2년차 0.096 0.009 9.592 0.047

경력유무(참조집단: 무경력자) 0.060 0.004 2.808 >.500

멘토링 0.079 0.006 8.531 >.500

신규자 교육만족도 0.090 0.008 2.984 >.500

경력개발지원 0.119 0.014   12.954 >.500

직무적합성 0.114 0.013 8.846 0.064

경력정체성 0.121 0.015 3.554 >.500

공직
가치

윤리적 가치 0.131 0.017 2.213 >.500

전문직업적 가치 0.209 0.044   13.996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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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가치 0.157 0.025 5.321 0.255

혁신적 가치 0.136 0.019 6.058 0.194

전통적 가치 0.138 0.019 6.182 0.185

집단 내 변량() 0.311 0.097

고정효과 분석 결과, 학력(대학원졸) 변수에서 기초지자체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4,774, p<.05)이, 직급 변수에서 기초지자체 평균 멘토링 수준(=-0.402, 

p<.05), 기초지자체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0.499, p<.05), 기초지자체 평균 변

화지향문화 수준(=0.606, p<.05), 기초지자체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0.859, 

p<.01), 기초지자체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0.751, p<.05)이,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의 멘토링 인식 변수에서 기초지자체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

준(=-.670, p<.05), 기초지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1.157, p<.05), 기초지

자체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0.662, p<.05), 기초지자체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0.931, p<.05)이,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의 경력개발지원 인

식 변수에서 기초지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1.217, p<.05)이 평균 조직몰

입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몰입과 학력(대학원졸)

의 관계에 있어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몰입과 직급에 있어 기초지자체별 평균 멘토링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

토링 인식의 관계에 있어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 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몰입과 신

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력개발지원 인식의 관계에 있어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

지향문화 수준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전문직업적 가치와 중요도 인식의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를 보

이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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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학력과 위계지향문화(평균)의 상호작용효과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은 학

력(대학원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기초지자체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고졸이하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반면, 대학원졸업자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낮아진다(그림 Ⅳ-1 참조). 

둘째, 기초지자체별 평균 멘토링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직급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 

평균 멘토링 수준이 높을수록 8급 신규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반면 9급 신규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낮아진다(그림 Ⅳ-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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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직급과 경력개발지원(평균)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Ⅳ-2] 직급과 멘토링(평균)의 상호작용효과

이와 마찬가지로 기초지자체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8급 신규 공

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반면 9급 신규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낮아진다(그림 Ⅳ-3 참조). 한편,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

록 8급 신규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아주 미세하게 낮아지는 반면 9

급 신규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높아진다(그림 Ⅳ-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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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직급과 변화지향문화(평균)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Ⅳ-5] 직급과 과업지향문화(평균)의 상호작용효과

이와 반대로 기초지자체별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8급 신규 공무

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반면 9급 신규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낮

아진다(그림 Ⅳ-5 참조). 또한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8급 신규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미세하게 낮아지는 반면 9급 신규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높아진다(그림 Ⅳ-6 참조). 



- 136 -

[그림 Ⅳ-6] 직급과 위계지향문화(평균)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Ⅳ-7] 멘토링과 경력개발지원(평균)의 상호작용효과

셋째,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 인식이 높을수록 기초지자체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

을 때 조직몰입은 더욱 높아진다(그림 Ⅳ-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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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멘토링과 변화지향문화(평균)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Ⅳ-9] 멘토링과 과업지향문화(평균)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Ⅳ-8]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 인식이 높을수록 기초

지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조직몰입이 더욱 높아짐

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 인식이 높을

수록 기초지자체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조직몰입이 더

욱 높아진다(그림 Ⅳ-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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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멘토링과 위계지향문화(평균)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Ⅳ-11] 경력개발지원과 변화지향문화(평균)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Ⅳ-10]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 인식이 높을수록 기

초지자체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조직몰입은 더욱 높아

짐을 보여준다.

넷째,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의 경력개발지원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력개발지원 인식이 높을수록 기

초지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이 높을 때 조직몰입은 미세하게 낮아지나 변

화지향문화 수준이 낮을 때 조직몰입은 높아진다(그림 Ⅳ-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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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관련한 논의

이 연구에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신규 하위직 공

무원이 자신이 소속한 기초지자체에 애정과 일체감을 갖고 공직가치를 내면화하

여 조직의 목표 달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의하고, 이

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몰입 수준은 평균 3.50(표준편차 .62)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자신의 조직몰입 수준을 보통 수준(3점)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이 근무연수가 많은 공무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조직몰입의 수준에 있음을 

확인한 기존 선행연구(김재현, 2000; 윤한홍, 2014; 최호진, 김건위, 2007)의 결과

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조직몰입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규범적 몰입(3.52), 정서적 몰입

(3.48)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무감

(3.60)이 높게 나타난 반면 공직가치 내재화(3.48)와 애착(3.45)의 수준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조직몰입 중 규범적 몰입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

서도 의무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직몰입 관련 선행연구(유현숙, 2011)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이는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이 보편적이며,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 외재적 보상으로는 근무의욕과 조직몰입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공공조직에서 규범적 몰입은 더 좋은 직업 선택의 대안이 있을 때조차도 

한 조직에 재직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경제 악화에 따른 취업 불안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공직을 

대학생을 포함한 예비취업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여러 통계들이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세대 간 공무원의 조직몰입도의 영향요인을 분석

한 연구 결과(오세영 외, 2014)와 같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주를 이루는 N세대

의 경우 직업안정성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김윤찬(2006)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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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직몰입 연구에서 지방공무원은 조직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보인 반면, 의

무감과 책임감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선행연구(김재현, 2000; 최호진, 김건위, 2007)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조직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공무원일수록 조직과 개인의 가치를 동일시

하는 인식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무연수가 

짧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직의 일원임을 타인에게 자랑스

럽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높지 않았으며, 자신의 조직을 직장으로 선택한 것을 기

쁘게 생각하는 정도도 높지 않았다. 이는 근무기간이 길면 조직에서 차지하는 지

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직에 대한 애착과 적응력이 높아 조직과 자신을 공동운

명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과 반대로, 상대적으로 조직 내 지위가 낮고 아

직 해당 조직에 적응 중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의 정도가 낮게 나타

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규범적 몰입은 높으나 공직가치 내재화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공직입문 초기 조직 안팎으로 공직자로서의 의무감과 사명감을 

강요받은 결과, 당위적인 의식 수준에서는 받아들였으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발

현될 수 있게 하는 공직가치에 대한 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및 조직 수준 변량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및 조직 

수준의 변량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은 87.7%, 

기초지자체 조직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은 12.3%로 나타났다(ICC=.123). 

이는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서 기초지자체 조직 간의 차

이보다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간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이러한 결과는 조직몰입에 대한 기초지자체 수준의 설명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초지자체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조직 내 다양한 제도와 환

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소광섭, 1998; Ashforth, 

Sluss & Saks, 2007; Ostroff & Kozlowski, 1992)를 지지한다. 

이러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및 조직 수준



- 141 -

의 변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수준이 기초지자체 간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기초지자체 특성변인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별 조직몰입

의 수준 차이는 기초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변인이 해당 기관에 속해 

있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결과(김재현, 2000; 김호정, 2002; 윤한홍, 2014; 정동열, 2014; Benson, Finegold 

& Mohrman, 2004)와 일치하며,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 수준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

을 역설한다. 다음으로는 기초지자체 간의 차이로 설명되는 조직몰입 수준의 변

량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설명변수로 

개인수준 변수를 선정하고 그 영향력을 증명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공무원 개개인이 행정

조직에서 직・간접적으로 겪는 경험에 따라 형성되며, 각 개인의 경험은 다시 공

무원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특성, 직업적 특성과 공무원을 둘러싸고 있는 해당 

조직 내 다양한 근무환경 및 제도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될 수 있

다. 특히,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수준의 변수가 미치

는 영향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후 새로운 조직 내에서 빠르게 적응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조직 수준의 개입이 조직몰입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다.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개인 및 조직 특성 변인 효과에 대한 논의

1)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 효과에 대한 논의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과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

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 수준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 통계

적 유의성에 가장 근접한 변수는 관계지향문화와 과업지향문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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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얼과 이진규(1993)는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멘토가 있는 신입

직원의 조직몰입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우식과 엄창용(2004)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멘토관계가 있는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높다

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손규태(2015)는 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경력개발지원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서

경민(2010)은 IT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경력개발지원 인식과 조직몰입

의 인과관계 연구에서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이 종사자의 조직몰입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우상엽(2011)은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력개발제도의 시행에 있어 전략적체

계성이나 운영적체계성, 성장기회 및 상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전성준(2016)도 기초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성장균형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손헌일과 

권혁기(2018)는 외식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일-가정균형을 제외

한 일-성장균형과 일-여가균형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윤찬(2006)은 농어촌을 지역적 배경으로 하는 군 소속의 공무원이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음을 보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본 연구의 조직변수와 조직몰입 간 유의미

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기초지자체 신규 공무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및 조직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신규 공무원은 ‘조직’보다는 ‘나’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사

회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석된

다. 또한 조직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일반적으로 3년 정도가 소요되고 

조직 차원의 여러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근무연수가 많은 공무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멘토링이나 경력개발지원, 일과삶의균형 등의 제도가 신규 

공무원의 의견수렴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자기납득성’

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신규 공무원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에 가장 근접했던 관계지향문화와 과업지향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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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초지자체 평균 관계지향문화 수준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613, 

p=.06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지자체 평균 관계지향문화 수준이 높

을수록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초지

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계문화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호정, 2002)의 결과를 지지한다. 기초지자체 소속 지방공무

원은 대부분이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특수한 개인적 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내 가족적인 인간관계인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넓게 퍼

져있으며, 구성원들의 단합과 관련된 규범 및 가치관이 발달되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지향문화는 조직 내 가족적인‘우리’라는 인간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기초지자체 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에 대한 애착과 일체감

을 고취시키며, 이에 따라 정서적 몰입이 강화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기초지자체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

=-.353, p=.07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지자체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

준이 높을수록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업지향문화가 결과지향적인 조직운영으로 인해 지나친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

에, 조직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방어적 태도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거래적인 몰

입에는 긍정적이지만 심리적・정의적인 조직몰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선행연구(김호정, 2002) 결과를 지지한다. 민간 부문과 달리 공공 부문에서

는 일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행정문화가 있어 과업지향문화는 오히려 조직을 경

직되게 만들 수 있고,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안경

섭, 2008). 과업지향문화는 조직 내 명확한 목표 설정과 조직원들 간 경쟁을 통

해 과업 성취를 강조하므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발달된 관계

지향문화와 과업지향문화 강요 속에서 역할갈등을 겪고, 이것이 조직몰입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한편 공공 부문의 성과측정이 모호하며 공

공서비스의 성과가 서로 연관성이 높아 특정 서비스에 대한 성과로 보기 어렵다

는 점도 과도한 과업지향문화 수준이 오히려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저해한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2)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 효과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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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 효과를 분석

한 결과, 성별, 연령, 경력유무, 멘토링, 경력개발지원, 직무적합성, 전문직업적 

가치, 전통적 가치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각 변인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다는 선행연구(윤한홍, 2014; 

Bruning & Snyder, 1983; Glisson & Durick, 1988)의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조직

몰입의 선행연구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한 Mathieu & Zajac(2009)의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조직몰입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상반된다. 우리나라

의 경우, 최근 여권 신장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노동시장으

로 입직 및 입직 후 근로조건에서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박환보, 2011).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

해 사회 진출이 보장되는 공직을 더욱 선호하지만 이는 공직 진출 이후 근로조

건에서 여전히 차별을 인식함에 따라 기초지자체 여성 신규 공무원 조직몰입 수

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선행연구(Mathieu & Zajac, 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

원의 연령별 조직몰입의 회귀분석을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다는 

선행연구(김병규 외, 2016; 윤한홍, 2014)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또래 

신규 하위직 공무원보다 늦은 나이에 공직에 입직한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

험 및 성찰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직장으로의 이

직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경력보다 무경력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조직 간 이동 및 조직 외부와 지속적인 관계 특성으로 인해 조직원들

의 다중경력이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지

영 외, 2015; Briscoe & Finkelstein, 2009)의 결과를 지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의 기업조직과 달리 구성원과의 화합과 결속, 개인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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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충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Hofstede, 2001). 따라서 집단주의 

성향이 더욱 강한 기초지자체에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력은 조직몰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더불어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노동시장

의 유연화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인력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향후 기초

지자체로 유경력자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

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링이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김명옥, 2014; 김태형, 신완룡, 1999; 이만기, 2007a; 

장신재, 이시연, 2008; Aryee & Chay, 1994; Higgins & Kram, 2001; Raabe & 

Beehr, 2003; Ragins, Cotton & Miller, 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김우식과 엄창용(2004)의 연구에서도 멘토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조직

몰입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윤종록(1998)은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멘토관계의 형성 정도가 강한 신입직원의 조

직적응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기초지자체는 지시와 명령에 의한 위계질서

가 강한 공무원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연고주의에 의해 상대적으로 관계지향문화

가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멘토링은 기초지자체 내 지연 혹은 학연의 호의적인 

관계를 강화하여 하위직 공무원이 조직생활을 하는 데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아

에 대한 명확성, 직업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섯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 간 

정적인 상관관계를 증명한 많은 선행연구(강철희, 정상원, 2007; 장은미, 1997; 정

동열, 2014; Benson, Finegold & Mohrman, 2004; Cherniss, 1991; Guttridge, 

Leibowitz, & shore, 1993)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경력개발제도가 단순히 인적자

원관리의 하부 기능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조직의 확고한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수준에 따라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기성세대보다 자기 납득성 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존에 해왔으니까 해야 한다’는 식의 관행에 대한 부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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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강하다. 대신 자신이 공감하고 동의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한 열정을 

보인다(오세영 외, 2014). 또한 기성세대보다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므로(임동진, 윤수제, 2010), 개성이 넘치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의 다양성

을 존중할 수 있는 경력개발 경로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순영

(2013)의 주장처럼 경력형성과 개발에 있어 자기주도와 조직주도의 조화가 가능

한 주경력과 부경력제도의 도입이 신규 공무원에게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경력개발 경로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직무-능력적합성과 직무-성격적합성으로 구성된 직무적합성이 높을수

록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진다. 이는 개인의 특성과 

현재 주어진 직무특성이 일치할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우진, 

2013; 이두진, 2009; 주효진, 2012; 최상진, 2015; 황규선, 2010; Kristof et al., 

2005)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민간조직과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조직몰입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오현규, 박성민, 2015)는 민간조직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공공조직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공공조직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

는 한 낮은 직무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공직사회의 인사원칙상 순환보직 근무로 인해 특정한 직무를 지속적

으로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직무가 개인의 특성과 적합하더라도 한시적이

므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특성을 갖는 조직몰입과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사 3년 미만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직

무적합성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최보인 외 201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입사 초기에 부여된 직무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조직몰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

직 공무원 충원 시 사전에 필요인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따라 선발된 신

규 하위직 공무원 개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직무를 부여하고, 추

후 경력개발에 대해서도 전망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표준경력 경로와 전문

경력 경로 등 다양한 경력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공직가치 중에서 전문직업적 가치,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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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

으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공직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업무수행을 위

해 필요한 전문직업적 가치를 중요시할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함종석, 2010)에서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공무원의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성”이라고 답한 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 중요성 인식에 대한 실증연구(심동철, 2017) 결

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신규 임용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간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조직에 몰입할 가

능성이 높다(허진호, 2007). 따라서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규자 교육에 필

수적으로 포함되는 공직가치교육 설계 시 담당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직무

교육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지혜롭게 조율하여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교과들을 편성해야 한다. 한편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직 입문 후 조직 내외에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

세 및 공직사회의 위계적인 지시‧명령을 통해 당위적 규범으로 강요되었을 가능

성이 높고,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성향이 강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 스스로 

수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논의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에 대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특성 변인과 

기초지자체 조직 특성 변인 간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지자체 조직 특

성 변인 중 기초지자체 평균 멘토링 수준, 기초지자체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 

기초지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 기초지자체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 기초

지자체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개인 특성

변인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조직 구성원의 특성과 조직 내 규범과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 구성원

으로서 규범과 태도를 학습하는 과정임을 설명하는 Schein(1968)의 조직사회화 

이론과 신규 구성원의 조직적응을 돕는 조직 차원의 지원과정을 탐색한 

Ashforth, Sluss, & Saks(200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신입사원이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기대수준이 조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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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주홍석, 정철영, 2014)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개인 수준 및 조직 수준의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조직 수준의 

간접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기존의 조직몰입 연구에서 개

인 특성과 조직 특성의 직접적 관계만을 분절적으로 고려했다면 이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 특성과 조직 특성의 상호작용효과에 의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을 추가로 검토하여 조직 수준의 개입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

몰입의 개인 특성에 대한 기초지자체 조직 특성의 조절효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

할 수 있다.

가) 학력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

학력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조절

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학력

이 높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고졸이하의 학력

을 가진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반면, 대학원

졸 이상의 고학력을 가진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낮아진다. Morris & 

Sherman(1981)과 Glisson & Durick(1988)에 따르면 교육정도가 높은 개인은 대체

직업의 가능성(job alternativeness)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몰입이 낮아진다고 하였

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직에 거는 기대가 높지만 조직

이 이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직몰입이 낮다(Mathieu & Zajac, 1990).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직무는 대부분 개별 사안에 대한 단순한 판단을 요구하는 직무

수행상의 재량권이 주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고학력을 가진 신규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 낮은 수준의 행정 재량권을 갖게 

됨에 따라 무력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한승주(2014)는 하위직 공무원이 명령

에 복종할 의무를 진 채 의사결정권이나 재량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조직으로부

터 무력감, 무의미성,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주홍석과 

정철영(2014)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여 이를 

업무에 반영하도록 조직으로부터 기대받는데, 이 때 기대수준 조정에 실패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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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이고 반조직적인 행동을 한다. 따라서 공식적 명령과 규칙 및 집권적 통제

를 강조하는 위계지향문화가 강한 기초지자체일수록 고학력자인 신규 하위직 공

무원은 관료제의 맨 하위에 위치하므로 역량에 맞지 않은 업무와 기대수준의 불

일치로 인해 해당 조직에 몰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나) 직급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

직급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기초지자체별 평균 멘토링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조절효과를 보

이고 있다. 

첫째, 기초지자체별 평균 멘토링 수준이 높을수록 직급이 낮은 신규 하위직 공

무원의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지

자체 평균 멘토링 수준이 높을수록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낮아

지는 반면, 8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많은 선행연구(김명옥, 2014; 이만기, 2007a; Payne & 

Huffman, 2005; Raabe & Beehr, 2003)에서 멘토링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신입직원의 경우, 멘토가 있을 

때 조직몰입이 강하고(김한얼, 이진규, 1993), 멘토관계의 형성 정도가 강할수록 

조직몰입이 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윤종록, 1998; 장신재, 이시연, 2008). 이

와 반대로 본 연구에서 멘토링이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멘

토링의 하위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주섭(2009)

은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멘티는 멘토링 기능 중 역할모델행동

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개인적인 가치

를 추구하며 자유로운 사고와 의사표현을 선호하는 신세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은 현 기초지자체 내에서 6급을 멘토로 지정받음에 따라 적절한 

역할모델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세

대 차이 및 업무방식 차이로 인해 멘토링의 역할모델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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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오히려 조직몰입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8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공식적 멘토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직몰

입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직급이 낮은 신규 하

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 평균 멘토링 수준이 높을수록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낮아지는 반면, 8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미세하게 높아진다. 경력

개발지원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사람이며,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신호로 인식함(Cavanaugh & Noe, 1999)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강

철희, 정상원, 2007; 장은미, 1997; 정동열, 2014; Cherniss, 1991; Guttridge, 

Leibowitz, & shore, 1993)에서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기초지자체 평균 경력개발지

원 수준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전문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공무원에 비해 업무

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기초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직무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순영과 장지원(2009)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력개발

제도 연구에서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가기관에서는 전문분야를 전략적

으로 선정하여 개인 입장에서 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요한 자격요

건이나 경력에 대해 직원 스스로 준비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주로 지방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하

위직 공무원을 조직 내 일반행정가(generalist)로 인식하므로,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력개발지원은 하위직 공무원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없다. 오히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경력개발의 목표 간에 차이가 무력감을 유발하고, 자아효능감을 떨

어뜨려 정서적 몰입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급이 낮은 신규 하

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

몰입은 높아진다. 반면 8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미세하게 낮아진

다. 백의환(2017)과 김봉석(2015)은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변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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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한 반면, 김호정(2002)은 기초지자

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변화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변화지향문화가 조직의 최대한 지원을 받으

면서 하고 싶은 일을 도전과 창조정신 하에 수행하기를 바라는 신규 하위직 공

무원의 성향과 부합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8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평균 

2∼3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공직을 경험하면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져 변화지향문화에 대해 거부감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기초지자체별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급이 낮은 신규 하

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기초지자체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낮아지는 반면, 8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이정훈, 

2010; 주효진, 2004)의 결과와 상반된다. 특히 기초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김호정, 2002)에서 과업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와 다르다. 이는 성과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의 도입 초기, 자신이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는 신

규 공무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성급한 경쟁요소의 도입은 공직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공익적 성과를 측정하지 못하

여 조직 구성원의 수용도를 낮추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송주희, 2016). 결과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성과급을 받는 과정

에서 위화감, 박탈감, 무력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한승주, 2014). 

특히 직종을 불문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된 불만 요소가 ‘낮은 보수’라는 

선행연구(박천오, 박시진, 2015) 결과에 근거할 때, 불공정한 성과평가에 기초한 

과업지향문화는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더욱 부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8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기초지

자체 내 과업지향문화에 대한 한계를 이미 체화하고 있으므로 과업지향문화 수

준에 관계없이 낮은 수준의 조직몰입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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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급이 낮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기초지자체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높아지는 반면, 8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미세하게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계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이정주, 2006; 이정훈,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환범 외

(2005)는 기초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위계지향문화가 행정공

무원의 규범적 조직몰입의 하위 요소인 책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김호정(2002)은 기초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계지향

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위계지향문화는 

규정과 방침 준수, 안정적 기반 위에서 능률을 추구하는 행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의 몰입에 가장 영향력이 강한 조직문화(백의환, 2017)로 인식되

어 왔다. 이러한 위계지향문화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계급제의 수직적 행정조

직에서 품의 기안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행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담보

한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은 주민과 상위계층 공무원 간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한

다. 즉 기초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은 소속지자체 주민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을 정책결정자인 상위계층에 보고함으로써 상위계층 간 의사소통의 매개자 역할

을 수행한다(김성신, 2010). 이러한 매개자 역할 수행에 있어서 질서 있는 명령계

통과 분명한 책임소재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조직 내 역할명확성을 부여하고, 나

아가 심리적 소속감을 강화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8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9급에 비해 조직 내 지위상승으로 인해 지시, 명령보다는 업무수행의 

자율성 확보를 원하기 때문에 위계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다) 멘토링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

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

준이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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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초

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이 높

을수록 기초지자체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상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지원 정책, 훈련과 개발기회 부

여, 상사의 지원 등 경력개발지원은 개인의 경력개발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동

기부여가 되므로 개인의 경력성공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강철희, 정상원, 2007; 장은미, 1997; 정동열, 2014; Barnett & Bradley, 2007)

의 결과와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개발지원의 하위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경력개발지원의 하위기능이 멘토링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나타난 현

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지방 관료제의 맨 하위

에 위치하므로 의사결정권이나 재량의 범위가 직무수행상의 단순한 판단과 관련

된 민원사무가 대부분이다(한승주, 2014). 따라서 멘토링을 통한 직무의 범위가 

민원사무에 한정되고 조직에서 기대하는 역할수준도 높지 않다. 그러나 경력개발

지원은 조직의 전략과 비전, 미션에 따른 전략적 인적 수급을 예측하여 조직 구

성원에게 다양한 경력개발경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경력개발지원 제도를 도입

하고 있으며 성장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단순 민원사무에 역할이 고정되어 있

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에게 다양한 경력개발지원을 제공함은 오히려 직무충실화

를 방해하고 역할갈등을 야기하여 조직몰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역할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멘토 또한 현재 일반행정

가(Generalist)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멘토와의 심리사회적 기

능이 조직 차원의 인위적인 경력개발지원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정서적 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초

지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이 높

을수록 기초지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효과적임을 밝힌 장신재와 이시연

(2008)의 연구 결과와 변화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김호정(2002)의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멘토링의 경력개발기능이 신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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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직 공무원이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멘토링의 심리사회적기능을 통해 매우 높은 수준의 심리적인 안정감

을 얻고 있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라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고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새로운 업무방법과 자율성 및 재량권을 

중시하는 변화지향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기초

지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은 멘토링의 경력개발기능과 심리사회적기능을 

강화하여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셋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초

지자체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이 높

을수록 기초지자체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만흠(2009)은 과업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반면, 안경섭(2008)은 과업지향문화가 공공 부문의 조직성과에 아무

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과업지향문화는 결과지향적인 조직

운영으로 인해 성과를 강조한 나머지 조직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방어적 태도와 

개인주의적 성향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멘토・멘티 간 상호관계의 질적인 면과 

감정적인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직몰입에 대한 심

리사회적기능의 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연고에 

기반한 관계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인 기초지자체에서 성과를 지향하는 과업지향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이 적당한 역할모델링을 선정하는 

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즉 과업지향문화는 멘토링의 심리사회적기능과 역할

모델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므로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판단된다. 

넷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초

지자체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이 높

을수록 기초지자체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정(2002)은 기초지자체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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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계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반면, 장경

숙(2013)은 서울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직몰입에 대한 위계지향문화의 정(+)

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위계지향문화는 공식적 명령과 규칙, 집권적 통제와 

안정을 강조하는 관료제의 가치와 규범이 반영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을 최우선

시하는 공공 부문에 지배적인 조직문화 유형이다. 한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정책의 집행자, 품의 기안자, 상위계층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그러므로 위계지향문화는 정확한 지침과 재량의 범위에 따른 신규 공무

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멘토링의 경력개발기능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규범적 몰입을 강화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즉, 

위계지향문화는 멘토링의 경력개발기능, 역할모델기능을 강화하여 조직몰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공무원 입직 초기 공

직자로서의 역할을 내재화하고 주어진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통해 조직몰입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칙과 규정된 절차를 강조하는 조직문화의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라)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의 관

계에 있어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이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초지

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은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력개발지원 인식이 높을

수록 기초지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이 낮을 때 조직몰입이 높아진다. 반면, 

기초지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이 높을 때 미세하게 조직몰입이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김호정(2002)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이는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변화지향문

화가 현재 기초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경력개발지원과 상충되고 있음을 반증하

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인 행정가(generalist)를 상정하는 기초지자체의 현실 

속에서 경력개발지원은 새로운 업무방식으로의 전환 및 창의성, 모험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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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및 자원획득을 강조하는 변화지향문화에 의해 오히려 신규 하위직 공무원

들의 공감과 수용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정서적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들의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판단 유보 및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한 임헌만(2009)과 최희정(2014)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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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개인 및 기초

지자체 조직 특성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 및 기초지자체 수준의 변

량을 구명하였고, 둘째, 조직몰입에 대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및 기초지자

체 조직 특성 변인의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구명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기초지자체 9급 일반직 공채시험을 거쳐 임용된 경력 3년 

이하 8,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임용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33,430명이다. 표본은 연구대상의 특성 및 연

구방법, 회수율을 고려하여 1,40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모집단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비례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다층분석에 필요한 적정 

수의 표집요건을 고려하여 시 15개 600명, 군 8개 320명, 자치구 12개 480명 등 

총 35개 기초지자체의 신규 하위직 공무원 1,40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과 기초지자체 특성 변

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 변인인 기초지자체 신규 하

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

였으며, 구인화 모형 설정, 예비문항 작성, 안면타당도 및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

조사 및 본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연고, 직급, 근무연수, 경력

유무, 멘토링, 신규자 교육만족도, 경력개발지원, 직무적합성, 경력정체성, 공직가

치로 구성하였다.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은 기초지자체 유형, 기초지자체별 평균 

멘토링, 기초지자체별 평균 일과 삶의 균형,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조

직문화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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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사는 2018년 7월 30일

부터 8월 3일까지, 본조사는 2018년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문조사와 우편

조사,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배포된 1,400부 중 1,200부가 회수되었으

며(회수율 85.7%),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중복 응답, 미응답, 이상치 응

답을 제외하고 총 33개 기초지자체의 신규 하위직 공무원 951명(유효 응답율 

79.3%)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HLM 7.0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층분석(2수준 

위계적선형모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

원 조직몰입의 전체 변량 중 기초지자체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12.3%로 나

타났으며,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87.7%로 나타났다. 둘

째, 기초지자체별 평균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조직 특성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

무원의 조직몰입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40대 이상이 20대 이하보다, 무경력자

가 유경력자보다, 멘토링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경력개발지원 수준을 높게 인

식할수록, 직무적합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전문직업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할수

록, 전통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조직몰입과 학력(대학원졸)의 관계에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은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지자체 신

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직급의 관계에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멘토링 수

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

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

준이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

무원의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 인식의 관계에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 기초지자체별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 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이 상호작용효과를 보

였으며,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

력개발지원 인식의 관계에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이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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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는 기초지자체 근무연수 3년 이하의 8,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

으로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및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의 관계를 구명하

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 및 기초지자체 수준의 변량을 구

명하고,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및 기

초지자체 특성변인의 효과를 구명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첫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수준은 개인 및 기초지자체 

조직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과 기초지자체 특성 모두로

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수준의 차이는 일차적으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의 특성에 기인하나, 신규 하

위직 공무원이 속한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

규 하위직 공무원의 개인적인 특성뿐 아니라 소속 기초지자체의 특성이 함께 고

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성공적으로 조직에 적응

하고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특성뿐 아니라 개인

을 둘러싼 환경의 맥락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개인 특성의 변화

가능성이 낮으므로 조직 차원의 효과적인 개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특성에 대한 기초지자체 수준 특성의 조절효과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지자체별 평균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수준에 있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기초지자체 조직 차원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멘토링, 경

력개발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지자체 조직 차원의 변수가 신규 하

위직 공무원의 ‘나’중심의 가치관과 일방적인 제도 적용이 상충되어 ‘자기납

득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특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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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규 공무원의 조직사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려할 조직 특

성 변인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있어 신규 하위직 공무원

의 특성 변인 중 성별, 연령, 경력유무, 멘토링, 경력개발지원, 직무적합성, 전문

직업적 가치, 전통적 가치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학력, 연

고유무, 직급, 근무연수, 신규자 교육만족도, 경력정체성, 윤리적 가치, 민주적 가

치, 혁신적 가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배경 특

성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 특성인 경력유무에 있어서는 무경력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규 하

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제고를 위해 성별과 연령 등의 개인 배경 특성 및 경력

유무와 같은 직업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무현

과 조창현(2005)이 주장한 것처럼 여성공무원에 대한 역량모델링과 역량진단 도

구의 개발이 선결되어야 하고 더불어 경력개발상담센터의 설치, 후견인제도의 활

성화,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채용의 사회적 변환 시점에서 특히, 신규 공무원 중 고졸자를 포함한 연령이 낮

은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별도의 조직몰입 제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근로 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공공 

부문 간 인력의 이동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 부문의 경계가 희미해져 유경력자가 

기초지자체에 입직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유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조직몰입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멘토링과 경력개발지원, 직무

적합성이 높은 기초지자체의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에 근거할 때, 기초지자체에 적합한 멘토링 제도의 운영과 현 기초지자체의 

순환보직 인사시스템에서 기초지자체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으로 인력수급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신규인력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등 경력개

발지원의 전략적 체계성을 갖춘 인사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배치 시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유능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당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과 성격을 

고려한 직무적합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문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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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일

수록 높은 조직몰입을 보이고 있다. 21세기의 공무원에게는 ‘일반행정가

(generalist)’보다 공직사회 내 특화된 전문능력을 보유하면서 유능한 행정가로 

종합적인 관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성을 지닌 일반행정가(specialized 

generalist)’가 요구된다(김광동, 2008). 따라서 기초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실시되

고 있는 수많은 공직가치 교육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직무교육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혜롭게 조율할 수 있는 조정 역량, 조직의 행동규범을 

내재화할 수 있는 공직가치 과목이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 

변인의 관계에서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의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학력의 관계에서 기초지자체별 평

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은 학력이 높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에게 부(-)적인 조절효

과를 보였다. 따라서 특히, 고학력 신규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역량에 부합한 업

무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직무-능력 적합성을 고려한 인사배치가 중요하다. 아울

러 고학력자의 공직사회 입직이 늘어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별도의 경력개발경

로 모델링 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직급의 관계에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멘토링 수준은 부(-)적인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 평균 

멘토링 수준이 높을수록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낮아지는 반면, 8

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기초지자

체 내 멘토링 제도를 운영할 때 멘티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멘토를 연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멘토 선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멘토에게 

신규 하위직 공무원을 이해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위적인 단일 멘토의 부적합성을 감소하기 위해 다중멘토링

(multi-mentoring)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식적 멘토링 프로그램 

종료 후, 조직 내에서 비공식적인 멘토링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직급의 관계에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은 부(-)적인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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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평균 멘토링 수준이 높을수록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낮

아지는 반면, 8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미세하게 높아졌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경력개발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기초지자체별로 대민행정환경을 분석하여 수요가 많거나 향후 예측되는 민

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략적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함

께 경력탐색기에 있는 신규 공무원에게 최무현과 조창현(2005)의 주장처럼 단순

민원, 사회복지 등과 같은 한정된 직무만 부여하지 말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직무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직 경험을 유도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직급의 관계에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은 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높아

진다. 반면 8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미세하게 낮아진다. 변화지향

문화는 변혁을 전제로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과업의 

중요성이나 이념적인 호소력을 통해 조직효과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신원철, 2015)의 결과에 근거할 때,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자유로운 사고 속

에서 창의적인 행정이 발현될 수 있도록 행정제안제도, 학습조직의 운영 등을 통

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직급의 관계에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은 부(-)적인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

지자체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9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은 낮아지는 반면, 8급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를 고려할 때,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으로 대변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인식을 유능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바꿀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에 따

라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직급의 관계에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은 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신

규 공무원의 입직 초기에는 원칙에 충실하며 체계화된 행정절차를 강조하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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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수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성과 재량을 확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멘토링에 대한 인식의 관계에서 기초

지자체별 평균 경력개발지원 수준은 부(-)적인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

으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초지자체 평균 경

력개발지원 수준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성을 중시하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공식적 멘토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멘토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 등 태도가 비슷한 멘토를 스스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신규 공무원에게 다양한 경력개발경로

를 제시하되, 담당 업무에 대한 직무충실화를 위해 경력개발기능 및 역할모델기

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멘토링에 대한 인식의 관계에서 기초

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은 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

으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초지자체 평균 변

화지향문화 수준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 공무원이 멘토링의 경력개발기능을 통해 새롭게 부여되는 업무를 두려워하

지 않고 배워나가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전과 실수를 허용하는 조직문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반대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멘토링에 대한 인식의 관계에

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은 부(-)적인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초지자체 

평균 과업지향문화 수준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 공무원의 입직 초기, 심리사회적기능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직에 적

응하게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여줌과 동시에 적절한 과업 

목표수준 및 역할모델을 제시하여 업무 성공 경험을 축적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멘토링에 대한 인식의 관계에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은 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구

체적으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멘토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초지자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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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위계지향문화 수준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 공무원 입직 초기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내재화하고 주어진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통해 조직몰입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칙과 규정된 절차를 강조

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끝으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의 관계에

서 기초지자체별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은 부(-)적인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력개발지원 인식이 높을수록 기

초지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이 낮을 땐 조직몰입이 높아진다. 반면 기초지

자체 평균 변화지향문화 수준이 높을 땐 미세하게 조직몰입이 낮아진다. 따라서 

신규 공무원 입직 초기,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

기보다는 담당업무에 대한 처리능력 향상 및 조직적응을 위해 조직 내 신규 공

무원 고충상담 및 지원체계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단일조직 혹은 단일지역이 아닌 기초지자체

의 종류별로 전국단위에서 표집을 실시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 높였다. 

또한 다층분석을 통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있어 신규 하위직 공무

원 개인 특성과 기초지자체 조직 특성 변인의 순수한 효과를 구명하였을 뿐 아

니라, 신규 하위직 공무원 특성과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 간 상호작용에도 주목해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초지자체 특성 변인의 조절효과는 신규 하위직 공

무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후 기초지자체 차

원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구 및 실천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실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결과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조직몰입은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낮은 이직률, 결근율, 소진을 방지하는 등 조직성과 향

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로 많은 연구 결과 증명된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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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다. 그러나 March와 Simon(1958)이 처음으로 주창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

의 관심과 연구목적, 접근방법에 따라 조직몰입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

지만 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청년층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

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적인 

지방의 경우 기록적인 경쟁을 뚫고 입직한 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

입은 고도화되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더욱 요구된다. 이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

인의 주관적 경력 성공과도 직결될 만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신규 공무원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변수선정의 엄밀성, 종단연구와 

다양한 비교연구 및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멘토링과 경력개발지원

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조직 차원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여 변수화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조직 차원의 제도 혹은 이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인식 등 조직 수준

의 변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특성 변인이 조직몰입 변량의 대부분을 설명하였지만 변인의 대부

분이 조직 차원의 제도나 지원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직동기와 같이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심리적 변인들이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변화됨에 따라 조직몰입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직 이후 조직몰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

다. 더불어 노동시장이 유연해짐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 혹은 공공 부

문 간 이・전직자의 조직몰입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

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관련한 질적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신규 하위직 공무원에게 적합한 경력개발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별로 경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최고관리자의 노

력을 통해 전략적 체계성을 갖춘 경력개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

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배치과정에서부터 직무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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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인사와 신규 공무원 자신의 경력경로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성장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상사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최고관리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먼저 중간

관리자에게 경력상담자 역할을 부여하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야 한다. 이를 위해 부하의 경력개발과 관련한 지표를 중간관리자의 평가에 포함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직

무분석을 통해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자격요건과 

필요경력을 설정함으로써 신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경력경로를 예측하고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김흥국(2006)이 주장한 바와 같이 조직 차

원에서 경력개발계획에 근거한 개인들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각

종 지원프로그램과 경력개발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여 경력개발제도

를 활성화하는 경력개발지원시스템(경력정보시스템, 인사정보시스템, 경력상담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의 조직몰입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멘토

링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멘토링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개인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직

몰입의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멘토와 멘티 구성 시 자율

성을 강화하고 공식적 멘토링 이후 비공식적 멘토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역할모델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멘토링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멘토 양성을 위

한 교육시스템 및 멘토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지

자체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추구하는 공직가치의 부합 정도를 높여야 한다. 신

규 하위직 공무원은 매우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으므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지

방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독창적이고 유연성을 갖춘 행정을 실천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내면에는 해당 기초지자체가 추구하는 공익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내재화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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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특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관계지향문화를 제외한 

조직문화는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개인 특성의 변수에 대한 각각의 조

절효과를 통해 조직몰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상철(2012)이 주장한 것

처럼 조직문화는 조직의 경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체감을 제공하며 조직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이익보다 조직의 목표를 위해 헌

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직무 및 

역할, 세대상 특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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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직몰입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개인 및 조직 특성의 다층분석’ 연구

를 수행하는 중,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에 적합한 조직몰입 측정도구(안)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 의견 조사지에 구인화 모형(안)의 적절성과 예비문항의 적절성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의견 조사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 김태우

지도교수 : 정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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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직몰입의 정의와 구인설정 이유

이 연구에서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란 ‘신규 하위직 공무원 스

스로가 조직에 애정과 일체감을 갖고 개인의 성과 대비 보상수준을 만족하면서 공

직가치를 내면화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

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조직몰입의 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정되었습니다.

첫째, 조직몰입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으로 실증적인 연구에서 활용되어온 Allen

& Mayer(1990)의 조직몰입 3요소에서 이직의사와 관련된 ‘지속적 몰입’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체제에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

진다고 판단하여 구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경력개발을 위해 이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대의 직업관으로 볼 때, 지속적 몰입의 개념을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의 

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Allen & Mayer(1990)의 ‘정서적 몰입’은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밝혔듯이 

조직몰입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구성요인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고 내용 및 

안면타당도가 높으므로 조직몰입의 구인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정서적 몰입은 

조직성과와 관련된 변수(출근율, 이직율, 성과, 조직시민행동 등)과 폭넓은 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직몰입의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Allen & Mayer(1990)의 ‘규범적 몰입’은 사회적 결속과 의무감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예측력이 크기 때문에 지연, 혈연, 학연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가 발달된 기초지자체 조직몰입의 적합한 구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규범적 몰입은 조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된 규범적인 압력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

에 지역공공서비스의 책무성에 대한 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이 느끼는 규범적 압

력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교환적 몰입’은 Balfour & Wechsler(1996)가 공공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조직몰입 구성개념의 하나로 제시한 개념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조직 차원의 보상을 만족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과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 

행정의 확산과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성과평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규 하위직 공무원에 적합한 조직몰

입의 구인으로 판단하여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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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직몰입의 구성요인과 개념의 적절성 검토

구성요인 개념

적절성

매우

부적

절
↔ 보통 ↔

매우

적절

정서적 몰입
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 상태에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일체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규범적 몰입
조직의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의무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교환적 몰입
조직 구성원의 노력 및 기여에 대한 조직 차

원 보상의 만족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기타의견

Ⅲ. 조직몰입 구성요인별 하위요인의 적절성 검토

구성요소 하위요인 개념

적절성

매우

부적

절
↔ 보통 ↔

매우

적절

정서적 

몰입

애착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일체감 나와 조직을 동일시하려는 공감적 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규범적 

몰입

공직가치

내재화
공직가치를 내면화하려는 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의무감 조직에 헌신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기타의견

※ 교환적 몰입은 단일척도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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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비문항 적절성 검토

구성

요인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근거 및 출처

① ② ③ ④ ⑤

정

서

적

몰

입

애

착

1 나는 조직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 ○

2 나는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 ● ○

3 나는 조직에서 가족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 ● ○

4 조직 구성원들은 내게 많은 신경을 써준다. ●

5 이직한다면 현 조직만큼 애사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 ○

일

체

감

6 나는 우리 조직의 일원이어서 행복하다. ● ○ ○

7 나는 우리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 ● ○

8 나는 조직 밖의 사람들과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

9 우리 조직은 내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 ● ○

10 우리 조직의 일은 곧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 ○

규

범

적

몰

입

가

치

내

재

화

11 우리 조직은 열과 성을 다해 일할 만한 가치가 있다. ○

12 우리 조직이 가진 가치에는 내가 믿고 전념하는 부분이 있다. ●

13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생각한다. ○

14 현 조직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대체로 일치한다. ○

의

무

감

15 나는 우리 조직에 남아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 ○ ○

16 나는 우리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느낀다. ● ○

17 내 업무에 헌신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

18 나는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교환적 

몰입

19 우리 조직은 내 업무성과에 대해 인정하는 편이다. ●

20 우리 조직은 높은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다. ●

21 우리 조직은 업무수행에서 나의 노력을 충분히 알아준다. ●

22 우리 조직은 조직발전을 위한 나의 기여도를 인정해준다. ○

예비문항 pool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요인별 문항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llen & Meyer(1990)의 조직몰입 3요소 측정도구

② Balfour & Wechsler(1996)의 조직몰입 측정도구

③ 소광섭(1998) 공무원의 조직몰입 측정도구

④ 윤한홍(2014) 지방공무원의 조직몰입 측정도구

⑤ 연구자 개발문항  / ● 원문번안  / ○ 원문 및 수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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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비문항 적절성 검토(계속)

구성

요인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적절성

매우

부적

절
↔ 보통 ↔

매우

적절

정

서

적

몰

입

애

착

1 나는 우리 조직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우리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우리 조직에서 가족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내게 많은 신경을 써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가 이직한다면 우리 조직만큼 애사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일

체

감

6 나는 우리 조직의 일원이어서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우리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우리 조직 밖의 사람들과 우리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우리 조직은 내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우리 조직의 일은 곧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규

범

적

몰

입

공

직

가

치 

내

재

화

11 우리 조직은 최선을 다해 일할 만한 공직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우리 조직의 공직가치에는 내가 전념하는 부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우리 조직의 공직가치와 나의 가치는 대체로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의

무

감

15 나는 우리 조직에 남아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우리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내 업무에 헌신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교환적 

몰입

19 우리 조직은 내 업무성과에 대해 인정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우리 조직은 높은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우리 조직은 업무수행에서 나의 노력을 충분히 

알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우리 조직은 조직발전을 위한 나의 기여도를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성요인별 문항이 적절한지 검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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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설문지 (예비조사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정도와 개인 및 조직의 어떠한 

요인들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결과는 각 기초지자체 총무과 및 노동조합에 전달되어 향후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제도개선을 위해 매우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

이오니 최대한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7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응답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응답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추후 설문결과가 개인적으로 궁금

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끝으로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 김태우

지도교수 : 정철영

[연구자 연락처] 김태우 (010-4208-1007, leo1975@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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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현 업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현재 맡은 업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현 업무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개인적 성격은 현 업무와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Ⅰ. 다음은 귀하께서 인지하는 『조직몰입』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 아래 조직의 의미는 현재 본인이 속해있는 기초지자체를 의미합니다. 답을 하실 때 본인이 

현재 속한 기초지자체를 염두에 두시고 답을 해주시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내게 많은 신경을 써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이직한다면 우리 조직만큼 애사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조직의 일원이어서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은 내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조직의 일은 곧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은 최선을 다해 일할 만한 공직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조직의 공직가치와 나의 가치는 대체로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업무에 헌신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1 다음은 귀하께서 인지하는 『직무적합성』에 대한 항목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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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다음은 귀하께서 인지하는 『경력정체성』에 대한 항목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과 관련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과 관련된 나의 약점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경력개발을 위해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삶에 있어 에너지와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 나의 직업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경력과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3. 다음은‘갑’으로 지칭되는 가상의 인물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인지하는『공직가치』를 표현

한 것입니다. 각 항목마다 귀하의 현재 생각과 얼마나 비슷한 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나와 
다름

나와 
다름

보통
나와 
같음

완전 
나와 
같음

1) ‘갑’은 도덕적 규범인 공직윤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 ‘갑’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 ‘갑’은 모든 지역주민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4) ‘갑’은 자신의 일을 신명나게 하는 열정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5) ‘갑’은 지자체 내 다른 입법, 사법기관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6) ‘갑’은 맡은 바 임무를 꼭 완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7) ‘갑’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8) ‘갑’은 지역사회 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9) ‘갑’은 리더로서 결단력을 갖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갑’은 소속된 조직을 위해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갑’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갑’은 조직 내․외부 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 일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갑’은 업무를 추진할 때 주민의 의견과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갑’은 업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갑’은현 정치체제를 지지하고,집권세력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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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다음은 귀하께서 참여한 『신규자 교육 만족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교육명 교육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핵심가치교육 조직의 비전과 미션, 공직가치를 전달하는 교육 ① ② ③ ④ ⑤

2) 기초직무교육
해당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 기술 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경력개발교육
조직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경력 
및 진로개발에 대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Ⅱ-5. 귀하의 『멘토』를 생각하면서 표시(∨)해 주십시오.

멘토란 업무 내외적으로 귀하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지정되거나 혹은 

비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상담과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조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해주며 롤모델이 되는 단일 혹은 복수의 선배나 동료를 의미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멘토는 나의 경력에 관심을 갖고 달성에 필요한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멘토는 나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의견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3) 멘토는 나에게 업무에 대한 노하우 및 완수방법을 전수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멘토는 나의 업무성과에 관한 평가와 피드백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멘토는 나의 성장을 위해 도전적 임무를 맡기거나 새로운 업무방식의 
시도를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멘토는 나의 발전에 방해되는 위협요소를 적극적으로 충고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멘토는 처리 곤란한 일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멘토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멘토는 내 가족을 포함한 내 신상의 문제를 상담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멘토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조직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멘토는 내가 걱정이나 두려움을 이기도록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멘토는 나의 관심사나 느낌에 대해 공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멘토는 나와 관련된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멘토를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멘토의 업무방식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멘토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향후 비슷한 위치가 된다면 멘토의 행동을 본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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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다음은 귀하가 소속한 지자체의 『조직문화』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항

목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은 인간미가 넘치고 선・후배, 동기 공무원을 가족처럼 
여기며, 서로 간 많은 것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조직은 매우 역동적이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조직은 매우 경쟁적이고 결과지향적이며 업무실적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조직은 원칙에 충실하며, 체계화 되어 있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조직은 팀워크, 합의, 참여를 중요시 하는 리더십과 관리유형이 
지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은 도전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변화에 능동적이고 자율성과 
독창성을 중요시하는 리더십과 관리유형이 지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조직은 현실적이고, 적극적이며, 성과 및 결과지향적인 
리더십과 경쟁,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유형이 지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은 조정 및 조율, 조직화, 안정지향적인 리더십과 규칙 및 
관습을 중시하는 관리유형이 지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조직은 애사심과 상호신뢰가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조직은 변화와 창조에 대한 몰입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조직은 성취와 목표 달성에 대한 몰입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조직은 정해진 규칙이나 정책, 제도를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조직은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하고, 신뢰, 개방성, 참여를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조직은 새로운 자원을 획득하고,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조직은 경쟁적인 활동과 업적,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조직은 영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고 효율, 통제, 원활한 운영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조직은 인적자원개발, 팀워크, 선・후배, 동기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정, 서로에 대한 관심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조직은 도전과 실수를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창의적 업무를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조직은 타 기관의 실적보다 앞서는 것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조직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성공을 평가하고 원활한 소통,
안정적인 일정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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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다음은 귀하가 소속한 지자체의 『경력개발지원』인식에 대한 항목입니다.  귀하

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은 경력개발지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관리자의 리더십이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조직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경력개발 비전제시가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조직은 인력수급 예측에 따른 경력개발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조직은 개인의 경력계획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력상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조직은 선발직(직무공고), 보직전환(직무순환) 등 다양한 
경력경로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은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조직은 개인의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은 조직 내에서 나의 전문지식과 능력, 기술 등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조직은 나에게 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조직은 나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조직은 나의 업무분야에서 새로 밝혀진 지식 및 기술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업무메뉴얼 개정, 학습조직 등)을 제공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상사는 인사면담 등을 통해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상사는 나의 경력목표 달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상사는 내가 업무성과의 목표를 정하는 데 많은 지도와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관해 피드백을 주고 조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상사는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내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상사는 내 업무성과가 좋은 경우, 나의 공로를 확실히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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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다음은 귀하가 소속한 지자체의『일과 삶의 균형』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 때문에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푼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퇴근 후에도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일 때문에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휴일에 피곤해서 여가활동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일 때문에 자기계발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일에 치이다 보니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잊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계발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일과 자기계발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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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직업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시하거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만    세

3. 최종학력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4년제 이상)  ④ 대학원졸 이상

4-1. 소속 기초지자체 고향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4-2. 소속 기초지자체 소재 학교 졸업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5. 소속 기초지자체  ① 시    ② 군    ③ 자치구

6. 직급  ① 8급    ② 9급  

7. 소속 기초지자체 총 근무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 초과∼2년 이하  ③ 2년 초과∼3년 이하

8. 현 소속 외 경력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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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설문지 (본조사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조직몰입 정도와 개인 및 조직의 어떠한 

요인들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결과는 각 기초지자체 총무과 및 노동조합에 전달되어 향후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제도개선을 위해 매우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

이오니 최대한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7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다만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응답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응답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추후 설문결과가 개인적으로 궁금

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끝으로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 김태우

지도교수 : 정철영

[연구자 연락처] 김태우 (010-4208-1007, leo1975@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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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현 업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현재 맡은 업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현 업무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개인적 성격은 현 업무와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Ⅰ. 다음은 귀하께서 인지하는 『조직몰입』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 아래 조직의 의미는 현재 본인이 속해있는 기초지자체를 의미합니다. 답을 하실 때 본인이 

현재 속한 기초지자체를 염두에 두시고 답을 해주시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내게 많은 신경을 써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이직한다면 우리 조직만큼 애사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조직의 일원이어서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은 내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조직은 최선을 다해 일할 만한 공직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조직의 공직가치와 나의 가치는 대체로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업무에 헌신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1 다음은 귀하께서 인지하는 『직무적합성』에 대한 항목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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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다음은 귀하께서 인지하는 『경력정체성』에 대한 항목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과 관련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과 관련된 나의 약점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경력개발을 위해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삶에 있어 에너지와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 나의 직업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경력과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3. 다음은‘갑’으로 지칭되는 가상의 인물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인지하는『공직가치』를 표현

한 것입니다. 각 항목마다 귀하의 현재 생각과 얼마나 비슷한 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나와 
다름

나와 
다름

보통
나와 
같음

완전 
나와 
같음

1) ‘갑’은 도덕적 규범인 공직윤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 ‘갑’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 ‘갑’은 모든 지역주민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4) ‘갑’은 자신의 일을 신명나게 하는 열정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5) ‘갑’은 지자체 내 다른 입법, 사법기관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6) ‘갑’은 맡은 바 임무를 꼭 완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7) ‘갑’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8) ‘갑’은 지역사회 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9) ‘갑’은 리더로서 결단력을 갖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갑’은 소속된 조직을 위해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갑’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갑’은 조직 내․외부 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 일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갑’은 업무를 추진할 때 주민의 의견과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갑’은 업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갑’은현 정치체제를 지지하고,집권세력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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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다음은 귀하께서 참여한 『신규자 교육 만족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교육명 교육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핵심가치교육 조직의 비전과 미션, 공직가치를 전달하는 교육 ① ② ③ ④ ⑤

2) 기초직무교육
해당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 기술 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경력개발교육
조직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경력 
및 진로개발에 대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Ⅱ-5. 귀하의 『멘토』를 생각하면서 표시(∨)해 주십시오.

멘토란 업무 내외적으로 귀하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지정되거나 혹은 

비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상담과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조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해주며 롤모델이 되는 단일 혹은 복수의 선배나 동료를 의미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멘토는 나의 경력에 관심을 갖고 달성에 필요한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멘토는 나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의견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3) 멘토는 나에게 업무에 대한 노하우 및 완수방법을 전수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멘토는 나의 업무성과에 관한 평가와 피드백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멘토는 나의 성장을 위해 도전적 임무를 맡기거나 새로운 업무방식의 
시도를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멘토는 나의 발전에 방해되는 위협요소를 적극적으로 충고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멘토는 처리 곤란한 일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멘토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멘토는 내 가족을 포함한 내 신상의 문제를 상담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멘토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조직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멘토는 내가 걱정이나 두려움을 이기도록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멘토는 나의 관심사나 느낌에 대해 공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멘토는 나와 관련된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멘토를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멘토의 업무방식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멘토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향후 비슷한 위치가 된다면 멘토의 행동을 본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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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다음은 귀하가 소속한 지자체의 『조직문화』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항

목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은 인간미가 넘치고 선・후배, 동기 공무원을 가족처럼 
여기며, 서로 간 많은 것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조직은 매우 역동적이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조직은 매우 경쟁적이고 결과지향적이며 업무실적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조직은 원칙에 충실하며, 체계화 되어 있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조직은 팀워크, 합의, 참여를 중요시 하는 리더십과 관리유형이 
지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은 도전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변화에 능동적이고 자율성과 
독창성을 중요시하는 리더십과 관리유형이 지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조직은 현실적이고, 적극적이며, 성과 및 결과지향적인 
리더십과 경쟁,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유형이 지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은 조정 및 조율, 조직화, 안정지향적인 리더십과 규칙 및 
관습을 중시하는 관리유형이 지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조직은 애사심과 상호신뢰가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조직은 변화와 창조에 대한 몰입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조직은 성취와 목표 달성에 대한 몰입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조직은 정해진 규칙이나 정책, 제도를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조직은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하고, 신뢰, 개방성, 참여를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조직은 새로운 자원을 획득하고,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조직은 경쟁적인 활동과 업적,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조직은 영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고 효율, 통제, 원활한 운영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조직은 인적자원개발, 팀워크, 선・후배, 동기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정, 서로에 대한 관심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조직은 도전과 실수를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창의적 업무를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조직은 타 기관의 실적보다 앞서는 것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조직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성공을 평가하고 원활한 소통,
안정적인 일정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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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다음은 귀하가 소속한 지자체의 『경력개발지원』인식에 대한 항목입니다.  귀하

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은 경력개발지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관리자의 리더십이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조직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경력개발 비전제시가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조직은 인력수급 예측에 따른 경력개발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조직은 개인의 경력계획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력상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조직은 선발직(직무공고), 보직전환(직무순환) 등 다양한 
경력경로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은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조직은 개인의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은 조직 내에서 나의 전문지식과 능력, 기술 등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조직은 나에게 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조직은 나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조직은 나의 업무분야에서 새로 밝혀진 지식 및 기술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업무메뉴얼 개정, 학습조직 등)을 제공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상사는 인사면담 등을 통해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상사는 나의 경력목표 달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상사는 내가 업무성과의 목표를 정하는 데 많은 지도와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관해 피드백을 주고 조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상사는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내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상사는 내 업무성과가 좋은 경우, 나의 공로를 확실히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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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다음은 귀하가 소속한 지자체의『일과 삶의 균형』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 때문에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푼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퇴근 후에도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일 때문에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휴일에 피곤해서 여가활동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일 때문에 자기계발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일에 치이다 보니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잊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계발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일과 자기계발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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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직업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시하거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만    세

3. 최종학력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4년제 이상)  ④ 대학원졸 이상

4-1. 소속 기초지자체 고향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4-2. 소속 기초지자체 소재 학교 졸업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5. 소속 기초지자체  ① 시    ② 군    ③ 자치구

6. 직급  ① 8급    ② 9급  

7. 소속 기초지자체 총 근무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 초과∼2년 이하  ③ 2년 초과∼3년 이하

8. 현 소속 외 경력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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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Officials in Primary Local Governments

By Tae-woo Kim

Dissertation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8

Major Advisor: Chyul-Young Jyung, Ph, D.

This study aims to stipul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primar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characteristics of primary local government and new low-ranking officials.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s, the following measures were taken: The effect 

of variables in new low-ranking officials for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haracteristics of primary local government and interaction effects betwee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were identified. 

The population of research comprised of new low-ranking officials at the 

level 8, 9 with working experiences of three or fewer years after being newly 

appointed at primary local government through an open recruitment test for 

level 9 officials.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was adopted to take 1,400 new 

low-ranking officials at a total of 35 primary local governments. Survey means 

includes measurement tool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officials and a questionnaire , including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mentoring, education 

satisfaction level for new officials, work-and-life balance, care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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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person-job fit, career identity, public service value and organizational 

culture measuring tool.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entire survey tools were 

identified through pilot study and main study. 

For data collection, visitor survey, mail survey and online survey were 

conducted from August 7 to August 31, 2018 and data from 951 respondents 

were used in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the program of SPSS 21.0, while 

multilevel analysis were performed by using the program of HLM 7.03.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variance which 

can be described by difference between primary local governments among total 

variances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primary local 

government officials was 12.3%, while the variance described by difference 

between new low-ranking officials was 87.7%. Secon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imary local government’s characteristics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officials. Third,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officials in primary local 

governments was higher in men than in women, higher in age, higher in 

non-experienced career than in experienced, higher in mentoring level, higher 

level of career development support, higher level of person-job fit, higher in 

perceived the professional value and traditional value.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of 

new low-ranking officials in primary local governments, the average hierarchical 

culture perceived by inter - communal organizations showed the interac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rank of 

low - Mentoring level, average career development support level, average 

change - oriented culture level, average work - oriented culture level, and 

average hierarchy - oriented culture level.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officials in primary local 

governments and the mentoring recognition of new low-ranking officials has 

shown that the average career development support level, average 

change-oriented culture level, average work-oriented culture leve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officials and 

perception of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of new low-ranking official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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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level of change - oriented culture per province showed an interaction 

effect.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official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not only in their individual levels, but also the level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it indicate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primary local 

government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new low-ranking officials for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There 

are no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directly affec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official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background such as 

gender and age and job characteristics such as career experience in order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officials. As more 

people with experiences can join government officials with more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attention and support for them need to be given separatel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recognition of person-job fit and mentoring, 

and career development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primar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ly in appointing new low-ranking officials and 

developing their career. Meanwhile, 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 and traditional valu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identified, it implies that training for such relationship should be further 

reinforced in training new low-ranking officials in each primary local 

government. Fourth,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mary 

local govern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new low-ranking officia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low-ranking 

officials is due to the diverse interac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and the low-ranking officials, Suggesting a significant 

impact.

The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research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empirical studies on new low-ranking officials in 

primar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tinuously expanded and accumulated. 

Second, longitudinal research, comparative study and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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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ew low-ranking officials are needed. Third, 

career development support is very needed for new low-ranking officials. 

Fourth, autonomy and diversity of mentoring of new low-ranking officials should 

be required. Fift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degree of conformity of 

public values pursued by primary local governments and low-ranking officials. 

Final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organizational culture that can understand and 

empathize the characteristics of new low-ranking officials.

                                                        

Key words: organizational commitment, new low-ranking primary local 

government officials, multilevel analysis, Hierarchical Linear 

Modeling(HLM)

Student number: 2009 – 3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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