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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조직의 핵심인재인 공무원들이 외부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 인적자원관리의 핵심이다. 신규 공

무원 선발만큼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인재들에 대한

유지 활동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

위변수들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측면에서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변수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직

급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스트레

스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를 분류하고

선행연구 및 이론을 바탕으로 해당 요인들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를 선정

하였다. 역할갈등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로는 ①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②

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③업무 책임과 개인가치관의 차이를, 역할모호

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로는 ④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⑤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⑥업무 수행방법 불분명을, 역할과다를 구성하는 하위변수로는

⑦업무 책임과중을 선정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한국행정연

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에 소속된 총 4,000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에 해당하는 ①상

급자의 모순된 요구, ②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③업무 책임과 개인가

치관의 차이, ④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⑤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⑥업무

수행방법 불분명, ⑦업무 책임과중이며 조절변수는 공무원의 직급, 종속

변수는 공무원의 이직의도이다. 이러한 변수들을 토대로 위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통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역할갈등의 하위변수에 해당하는 ①상급자의 모순된 요구와 ③업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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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인가치관의 차이와 역할과다의 하위변수에 해당하는 ⑦업무 책임과

중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역할모호성의 하위

변수들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공무원의 직급이 가지는 조절효과는 ⑦업무 책임과중에 대하

여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즉, 직급이 높은 공무원의 경우, 직급이 낮은

공무원에 비해 이직의도가 낮으며, 업무 책임과중의 정도가 심해질지라

도 직급이 낮은 공무원에 비해 이직의도가 높아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혹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접근은 전무했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여러 항목 중에서도 구체적으

로는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업무 책임과 개인가치관의 차이, 업무 책임

과중이 이직의도를 유발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따라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항목을 집중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인적관리측면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 중 업무 책임과중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무원의 직급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

서 업무 책임과중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대상으

로 집중 관리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모델과 관련된 연구가 기존에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사회복지사와 같이 특정 직업군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공무원 일반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 이직의도, 직급

학 번 : 2016-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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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민간부문으로 이직을 시도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탄탄

한 노후보장, 신분보장을 뒤로 하고 공무원 신분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하

고 있는 것인데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3~4급)

중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 신청자는 100명을 넘었다.1) 이직자의 대부분이

공무원 사회에서 중간 관리자역할을 수행하는 과장급으로 공직사회의 허

리 역할을 하는 소중한 인력들이다.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직생활실태조사”의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매년 전국의 일반직 공

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들의 이직의사를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이직의사가 있다” 혹은

“이직의사가 매우 있다”라고 밝힌 공무원의 비중이 2016년, 28,6%, 2017

년, 28.0%, 2018년 28.1%로 매년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은 평균 4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총 760명의 7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에 3만 5천명이

지원한 것인데 특정 직류에는 5명 모집에 2천명이 지원하여 43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열기가 뜨겁다.2)

신규 공무원 채용은 이렇게도 경쟁이 치열한 반면, 어렵게 합격한 공

무원직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외부로 떠나려고 하는 공무원들 또한 많

은 것은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정부의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에 있어

1) 강광우, 김우보. 서울경제. "대기업으로...학계로...짐싸는 공무원". 2019.5.27. 4면.

(2019.9.13. 검색: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B0J3JL0)

2) 이유미. 연합뉴스. "7급 국가공무원 경쟁률 46.4대 1... 여성 49.2% '역대최고'". 2019.7.25.

(2019.10.1. 검색 :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50334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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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새로이 선발하고 모집하는 기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미 공

공조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 인지다.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조직의 인적자원관리의 성패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유능한 공무원들이 외부로 이탈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는데

있다. 다만,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로 불리어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직

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심리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에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공무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게 되는

직무스트레스를 주요 요인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직의도를 발생시키게 되는 주요 예측인자로서 개인의 소진(消

盡)을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Huang,

Chuang & Lin, 2003). 직무스트레스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신체적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결근율, 자발적

인 이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Tuten & Neidermeyer, 2002).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한 선행연구 및 이론에 근거하여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로 분류될 수 있다(Steer & Mowday(1981),

Moorehead & Griffin(2014), 하미승 & 권용수(2002), 윤여원(2018)).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를 7개로 정의

하여 직무스트레스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접근하였다. 역할갈등은 ①상급

자의 모순된 요구, ②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③업무 책임과 개인가치

관의 차이로 하위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역할모호성은 ④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⑤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⑥업무 수행방법 불분명으로 구분하였

고, 역할과다는 ⑦업무 책임과중으로 구체화였다. 이러한 미시적인 접근

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직을 대신하여 대체변수로서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를 활용하였다. 다만, 이직의도가 곧 이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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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데 높은 이직의도가 이직이라는 행동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직의도는 이직이라는 행동적 결과를 통계적

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행위의 대

체개념으로써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Brown & Peterson, 1993).

이직은 함께 일한 동료들로 하여금 사기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이직자

의 직무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신규 입사자 채용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달성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

(Abbasi & Hollman, 2000). 따라서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국가의 세금으

로 운영되는 공공조직의 연속성을 해침으로써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건대, 본 연구의 주제는 “직무스트레스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직급별 비교를 중심으로”이며 직무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인의 하위변수 7가지, ①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②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③업무 책임과 개인가치관의 차이, ④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⑤업

무 우선순위 불분명, ⑥업무 수행방법 불분명, ⑦업무 책임과중이 공무원

의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만약 연구 결과, 특정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공

무원의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될 경우, 공무원

인사행정의 이직관리에 제언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하여서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 조절효과를 지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

가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이 검증이 될 경우, 향후 공무원의 스트레스

및 이직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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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무원의 직급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

로 하며 직급은 2급(고위공무원 나급) ~ 9급의 범위에 있다. 직급이 가

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그 기준은 5급 이하 공무원, 5급 미만

공무원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함에 따라 2018년으로

설정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들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과 더불어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실

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에 관한 선

행 연구 및 관련 이론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독립변

수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 7가지, 종속변수는 이직의도를 설

정하였으며, 조절변수는 공무원의 직급, 통제변수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

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연구모형을 토대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상관분

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

수들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후, 분석

의 결과 및 해석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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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논의

1. 스트레스의 개념

오늘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혹은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스트레스’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스트레스란

외부의 위협이 개인의 허용 수준을 넘어서거나 혹은 이미 일정하게 유지

하고 있는 각 개인들의 자원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인간의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갈등상태를 표현해 주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장세진, 2002). 또는 스트레스란 일종의 자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

인을 위협하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자극을 의미하기도 한다(국효영,

2008a). 스트레스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맞닥뜨렸을 때, 일종의 제약조건 혹은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역동적인 상

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때 개인이 내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책임감,

압박감, 의무감, 불확실성 등의 요구(demands)와 더불어 그 요구에 대응

하기 위해 개인이 이용 혹은 통제 가능한 자원(resources)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김태열 외, 2015).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14세기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 어원은 라틴어

의 팽팽하게 끌어당긴다는 ‘Stringer’로부터 유래하였다(Ivancevich &

Matteson, 1980). 17세기에는 개인이 겪는 심신의 고뇌, 역경, 곤경을 의

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며, 18세기에 와서는 인간의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압력(pressure)과 힘(force)의 개념으로 사용

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긴장(strain) 및 노력을 요하는 강한 효과(Strong

effect)라는 의미를 뜻하기도 했다(Hinkle, 1973).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스트레스의 개념이 보다 광범위해졌는데 스트레스를 인간의 정신 및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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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전반에 걸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그 영향에 관한 연

구가 더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송병선, 1996).

시간이 걸쳐 논의되어온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리해보자면, 스트레스란

인간이 생활하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체계에서 부과되는 환경적인 자

극과 더불어 개인의 내적인 요구가 인간 개인의 적응능력을 넘어설 경우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며 그 반응이 개인에게 적응적일 수도 있고 부적응

적 일수도 있는 것이다(변기진, 2002).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환경적 자극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동기유발 기능을 적절하게 제공해주기도 한

다(강만호, 2010). 즉, 스트레스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유익한 유스트레스(eustress)가 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유해한 디스트레스(distress)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박종섭,

1997). 다만 오늘날, 스트레스의 긍정적 기능이 도외시되고 부정적 기능

이 강조되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가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정신 및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

다(강만호, 2010).

2.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는 스트레스의 일종으로 개인이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다는 점에서 구체화된다. 직무스트레스가 처음으

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주로 1960년대에 의학 및 보건학에서였다(윤여

원, 2018).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직무행위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박차가 가해지면서 경영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연구의 한 분

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직무로 인해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학적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박정원, 2007).

직무스트레스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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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자극요소, 반응요소, 상호작용요소가 그것이다(양안숙, 2008). 덧붙

여 설명하자면 직무스트레스 연구 초기에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

의 자극(stress as a stimulus), 혹은 외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반응(stress as a response)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기체로서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ㆍ외적 환경과 상호작용(stress as an

organism-environment transaction)을 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개인의

인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하미승 & 권용수, 2002).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직무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개인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Jex & Britt(2008)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이 스트레

스에 반응해서 나타날 수 있는 비적응적인 방식에는 3가지 있다.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측면이 그것이다. 심리적 비적응 방식에는 개인의 우울,

불안감, 더 나아가서는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신체적인 비적응

방식은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반응이 포함된다. 행동적 측면은 스트레스

를 받은 개인이 결국 결근, 이직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

다. 다만, 현대사회의 조직은 개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

상 압박과 긴장이라는 조건 부여하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마주치게 되는 필연적이고 보편적

인 특성을 갖게 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

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도 이를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

다. French, Rodgers & Cobb(1974)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

원이 근무 환경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거나 개인의 욕구와 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직무 환경이 불일치할 때 직무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정의한

바 있다. Mcgrath(1976)는 직무스트레스란 개인과 직무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개인의 직무 행위에 대한 요구․제

약․기회 등을 주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Schuler(1980)는 직무스트레스란 개인이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성격이나 욕구 및 능력이 환경적 요구와 불일치할 경우 느끼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Moorehead & Griffin(2014)은 직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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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내용

French,Rodgers&Cobb
개인 보유 능력이나 자원 및 욕구가 근무 환경과

불일치하는 상태(1974)

McGrath 개인과 직무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의
행위에 대한 요구 ․ 제약 ․ 기회 등이

주어지면서 발생하는 것(1976)

Schuler 조직 내 업무 수행과정 중에서 개인의 성격이나
욕구 및 능력이 환경적 요구와 불일치할 경우에

느끼게 되는 상태(1980)

Ivancevich&Matteson
환경적 자극과 개인의 특이한 반응간의

상호작용 결과(1980)

Blau 환경적 요구가 개인의 반응능력을 초과하거나
개인의 반응 능력이 환경적 요구를 초과하는 상태(1989)

Edwards
종업원의 지각된 상태와 바라는 사이와의 부조화

(1992)

Beehr&Franz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만들어 내거나 억누르는 행위(1987)

Moorehead&Griffin 직무환경에서 극도의 심리적 혹은 육체적 반응을
발생시키며 또 이러한 자극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적응하는 반응(2014)

트레스가 극도의 심리적 혹은 육체적 반응을 발생시키고, 또 이러한 자

극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적응하는 반응이라고 말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개념에 대해 정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기 [표 1]과

같다.

[표 1]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학자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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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에 대해 학자들이 내린 정의들 중 일부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 다소 고전적이긴 하나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개인과 직무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환경과 조직구성원인 개인 간의 관계

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개인의 신체적 반응이라고 인지하면

서도 직무스트레스가 발생시키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라 할 수 있는 1990년 이후의 직무스트레스에 대

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직무스트레스란 과도한 신체적, 심리적 요구가 주

어지는 환경 속에서 개인이 타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 혹

은 노동력을 과도하게 조작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조화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에게도 악영향을 초래

하는 것이다(강만호,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개인과

직무관련 요인들 사이의 부조화로 인해 개인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

기 어려운, 심리적․신체적․행동적 역기능을 유발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자 한다.

3. 직무스트레스의 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란 직장에서 개인의 직무 그 자체 및 직무 환경

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발생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의미한다. 홍승만

(2000b)에 따르면 비록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수행자의 개인적인 경험일지

라도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대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직무환경 및 직무조

건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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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직무스트레스에 대

한 연구만큼이나 활발한데 Ivancevich & Matteson(1980)은 직무스트레

스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개인적 요인, 조직내부 요인, 조직

외부 요인이 그것이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 나이, 직업, 교육수

준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 될 수 있다. 조직내부 요인으로는 역할모호

성, 역할갈등, 작업과부하, 보상체계, 비능률적인 사무, 부적절한 경력기

회 등이 해당된다. 조직외부 요인으로는 가족관계, 경제문제, 법률문제,

사회적 지원과 같은 개인과 조직을 둘러싼 것들이 해당된다.

Steer & Mowday(1981)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개인적 영향 요인,

조직 영향 요인, 사회적 지원 요인으로 나누었다. 개인적 영향 요인으로

는 개인의 성격, 능력과 요건, 내향성과 외향성과 같은 것들이 해당되며

조직 영향 요인으로는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다, 참여결여를 언급

하였으며, 사회적 지원 요인으로는 동료, 상사, 배우자 및 기타를 언급하

였다. Parker & Decotiis(1983)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직무 자체, 조직

의 특성, 조직 내의 역할, 대인관계, 경력개발, 외부조직에 대한 헌신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조직 내의 개인의 역할로는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

과부하를 선정하였다. Kreitner & Kinicki(2009)는 개인적 수준, 집단적

수준, 조직적 수준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정하였는데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과다 및 책임감은 개인적 수준, 집단의 역할 및 관리자의 행

태는 집단적 수준, 조직풍토, 참여적 관리방식, 직무환경을 조직적 수준

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Moorehead & Griffin(2014)은 직

무스트레스 요인을 과중한 업무와 같은 과업요구, 근무환경의 온도 및

자리배치와 같은 물리적 요구,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과 같은 역할요구,

집단 압력 및 리더의 스타일과 같은 인간관계요구로 세분화하였다.



- 11 -

학자 분류 핵심 구성요인

Ivancevich
& Matteson
(1980)

개인적 요인 연령, 성, 나이, 직업, 교육수준,
성격유형, 욕구수준

조직내부 요인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작업과부하,
보상체계, 비능률적인 사무,
부적절한 경력기회

조직외부 요인
가족관계, 경제문제, 법률문제,

사회적 지원 등

Steer
& Mowday
(1981)

개인적영향 요인 A형 성격, 내외통제, 능력과 요건,
생활변화속도, 내향성과 외향성

조직영향 요인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다,
역할저급도, 직종차이, 참여결여

사회적 지원 요인 동료, 상사, 배우자 및 기타

Schultz
(1982)

과중한 과업 요인 질적 과다, 양적 과다

작업장 변화 요인 새로운 네트워크 절차, 경영참여

성과평가 요인 평가의 비교성

역할 요인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경력개발 요인 승진기대 불일치, 조기승진

임금체계 요인 공정한 임금, 기본급

Parker
& Decotiis
(1983)

직무자체 자율성, 정체성, 과업 다양성

조직의 특성
조직구조 및 풍토,
정보흐름 관련 조건

조직 내의 역할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부하

대인관계 상사, 동료 및 부하와의 관계, 믿음

경력개발 승진기회, 성과,
개인개발, 훈련미숙

외부조직에 대한 헌신 조직몰입, 직무몰입

Kreitner
& Kinicki
(2009)

개인적 수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및 책임감

조직적 수준 조직풍토, 참여적 관리방식,
직무환경 및 직무설계

집단적 수준 집단의 역할 및 관리자의 행태

Moorehead
& Griffin
(2014)

과업 요구 직업, 안정성, 과중한 업무

물리적 요구 온도 및 자리배치

역할 요구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

인간관계 요구 집단 압력 및 리더십 스타일

[표 2]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학자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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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에 대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연구들의 공

통점을 찾아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인데 역할갈등, 역할모

호성, 역할과다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위 3가지 공통되는 요인을 직

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만 3가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변수 자체로도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개별적

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 역할갈등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Kahn, Wolfe, Quinn, Snoek &

Rosenthal(1964)은 역할갈등(role conflict)이란 개인이 조직 내에서 상반

된 기대를 받게 될 경우,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실제의 역할이 불일

치하거나 양립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신적 혼란의 인식 정도라고 정의하

였다. Nicholson & Goh(1983)은 역할갈등이란 개인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역할기대가 요구되어 한 가지 기대를 충족시키

기 어려운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즉, 역할갈등이란 둘 이상의 역할기대에

동시에 직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최영관,

2019). Babin & Boles(1996)은 역할 갈등이란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역할기대가 존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해당 구성원이 그 중 하나의 역할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Rue

& Byars(1992)는 역할갈등이란 조직 내의 역할담당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부로부터 상반된 기대를 받고 심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Katz & Kahn(1978)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역할에 대한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압력에 순응함으로 인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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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압력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Rizzo, House & Lirtzman(1970)은 역할갈등에 대해서 다른 접

근을 하였는데, 역할갈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역할행위자의 심리 내면으

로, 역할갈등이란 개인의 욕구와 역할의 욕구가 불일치하는 상태라고 정

의하였다. Schultz(1982)도 역할갈등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였는데, 직

무요구가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기준, 가치 및 직무요건 등과 불일치하거

나 개인의 도덕, 가치관과 반대되는 행동을 요구할 때 역할갈등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역할갈등에 대한 정의를 합집합으로서 종합해보면 역할갈등을 구

성하는 하위변수로는 상부의 상반된 기대가 존재할 때(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개인의 업무 역할에 대해 복수의 역할 기대가 요구될 때(상사/부

하의 상이한 요구), 직무 요구가 개인의 기준이나 가치와 불일치할 때(업

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로 정의할 수 있겠다.

2) 역할모호성

Kahn et al.(1964)는 역할모호성이란 개인이 필요한 조직 내에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한지로 측정될 수 있는데 가용 가능한 정

보가 부족할 때 역할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Rizzo, House

& Lirtzman(1970)는 역할모호성을 역할 수행자에게 부여된 조직상의 지

위에 필수적인 정보가 결여된 상태로 정의하고, 해당 역할 수행자의 행

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불명료할 때 행동 조건이 미비함으로써 명료성

이 결여되어 역할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Churchill et

al.(1985)은 역할모호성이란 개인이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이 수행해

야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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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zilagyi & Wallace(1990)는 직무기술서에서 직무를 명료하게 기술하지

않거나 과도한 의무 및 책임을 강요하는 업무가 조직구성원의 역할모호

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역할모호성은 정보의 결핍 뿐

아니라 자신의 의무, 권한, 책임범위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분명하지 않

은 상태라고 정의한 바 있다. Colquitt, Lepine & Wesson(2013)은 역할

모호성에 대하여 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지시받으면서 전임자 혹은 상부로

부터 수행방법이나 요령을 전수받지 못하거나 업무의 목표를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밝혔다.

즉, 역할모호성은 조직 내의 구성원이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한 정보, 책임범위, 권한, 수행방법 등이 불명확할 때 발생하는 것

으로 정의내릴 수 있겠다. 이에 역할모호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로는 업

무 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때(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업무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할 때(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업무의 수행방법이 정확하지 않을

때(업무 수행방법 불분명)로 세분화할 수 있겠다.

3) 역할과다

역할과다란 조직구성원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 능력과 같은 제약조건

내에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책임이나 활동이 자신의 생각보다 많다고 느

끼는 상황을 말한다(Rizzo, House & Lirtzman, 1970). French &

Caplan(1972)에 따르면 역할과다는 조직구성원에게 본인의 능력, 지식,

재능 등의 한계를 벗어나 ‘너무 어려운’ 역할이 요구되는 질적 역할 과다

(qualitative overload)와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

를 수행해 낼 수 없는 양적 역할 과다(quantitative overload)로 구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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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적 역할 과다는 너무 많은 양의

직무를 할당받거나 혹은 해당 직무를 다 수행해내기에 충분한 시간을 부

여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며, 질적 역할 과다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

기 위해 필요한 기술, 능력 혹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나

타날 수 있다(Elloy & Smith, 2003). 역할과다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높은 결근율과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Margolis, Kroes & Quinn, 1974).

즉, 역할과다란 직무상의 업무에 대한 책임이 과중하거나 업무의 양이

많을 때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또한 역할과

다에 대해 업무 과중 및 책임 과중(업무 책임과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 2 절 이직의도에 관한 논의

1. 이직의 개념

이직(turnover)은 어떤 조직에 속해져있는 구성원이 한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어떤 직업에서부터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거

나, 어떤 산업형태에서 다른 산업 형태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어떤 특정

한 직장에서의 조직원의 유출입을 뜻한다(신유근, 1991). Mobley(1982)는

이직이란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는 개인이 조직 구성원으

로서의 자격을 종결하고 다른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Price(1977)는 이직을 “사회체계에 속한 조직 구

성원이 그 신분에서 벗어나는,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으로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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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이처럼 ‘이직’이란 일반적으로는 조직구성원이 조직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상정, 2006).

이직은 다시 자발적 이직, 해고나 계약종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 은

퇴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Selden & Moynihan, 2000). 자발적

이직은 다시 회피가능이직과 맥락을 함께 하며 비자발적 이직과 은퇴는

회피불가능 이직과 맥락을 함께 한다(김문석, 1980). 회피가능이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연봉, 업무시간, 회사 복지와

같은 업무조건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일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회피불가능 이직은 정년퇴직, 사망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

는 요인에 의한 이직을 의미한다(Pigios & Myers, 1973). 흔히 자발적

이직, 즉 회피가능이직을 ‘이직’이라 일컬으며 연구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데 왜냐하면 자발적 이직은 사용자가 대개 타 조직으로 전직을 함으로써

유능한 인력 유출이라는 조직관리 상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허준

영 & 이건, 2015).

조직에 속한 구성원의 이직은 조직에 있어 불가피한 개념이며 일부

긍정적인 면을 갖기도 하지만 높은 이직률은 조직 관리의 측면에서는 긍

정보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직을 통해 조직에 소

속되고 싶지 않은 구성원을 제외시킴으로써 더 견고한 조직 상태를 유지

한다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조직 활동에 우수한 작업능력

을 가져다줬던 개인의 이직은 조직에 역기능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원, 2007).

이직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경력 개발의 측면에서 이직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조직의 입

장에서는 조직을 개선하고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예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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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김형섭, 2005). 반면, 조직원을

현재 수준의 근무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키워낸 시간과 경제적 투입

에 대한 손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동료의

이직은 함께 일 해왔던 다른 동료들의 사기저하 및 이직자의 직무를 채

우기 위한 또 다른 신규 입사자 채용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하게 되며 조직의 목표달성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관리

의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Abbasi & Hollman, 2000). 이처럼 조

직구성원의 이직에 따른 비용으로는 퇴직금 지급에 따른 비용, 퇴직자

면접비용 등의 퇴직비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 인입을 위한 면접 등

의 절차에 들어가는 선발비용,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교육에 따른 훈련비

용과 같은 대체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조직의 고비용과도 관련이 있다

(Kreitner & Kinicki, 2009).

즉, 특정 조직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조직의 인력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일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외부로 이탈하지

않도록 공무원 인적자원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이직의도의 개념

이직의도는 이직과는 달리 아직 직접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

태의 개념으로서 이직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태도, 성향 등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이직의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상이하나 큰 틀에서는 “조직에서 이탈하기 위해 다른 직장을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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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마음가짐 혹은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Price(1977)는 이직의도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부

터 이동하려는 의지"로 광의적인 해석을 하였으며 Mobley(1982)는 "조직

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얻는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려는 정도"로 이직의도를 정의하였다. Farrell(1983)은

이직의도를 "조직에 소속되어있는 종업원이 해당 조직을 자발적으로 떠

나려는 것으로 조직을 떠나거나 옮기기 위해 다른 직장을 탐색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였다. Allen & Meyer(1990) 또한 이직의도에 대해 유사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직의도란 "소속되어 있는 조직 구성원이기를 포기하

고 떠나려고 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Steel & Ovalle(1984)은 "어느 조직

에 가입되어 있는 구성원이 그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려는 행위의 정도"로

이직의도를 정의한 바 있다. 이직의도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

음의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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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요 정의

Price(1977)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이동하려는 의지

Mobley(1982)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는 개인이 자의로
조직에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파기하는 것

Farrell(1983)
조직에 소속되어있는 종업원이 해당 조직을
자발적으로 떠나려는 것으로 조직을 떠나거나
옮기기 위해 다른 직장을 탐색하는 행위

Steel & Ovalle
(1984)

어느 조직에 가입되어있는 구성원이
그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려는 행위의 정도

Tett & Meyer
(1993)

조직을 떠나기 위한
개인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의 표현

박규경(2000)
개인이 현재 소속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면
자신의 목표달성에 이르기 어렵다고 느껴 직무를

이탈하려는 심리적 상태

[표 3] 이직의도에 관한 학자별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실제 이직률이 아닌 이직의도를 변수로서

사용하고 있다.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직에 대한 태도 및 마음가

짐이 실제 이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의 예측변

수로서 이직의도는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 Bluedorn(1982)은 이직의도는

이직과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이직에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작용하

며, 실제 이직의 가장 정확한 예측치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Brown & Peterson(1993) 또한 이직의도가 이직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

할 수 있는 선행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행동적

성과변인인 이직행위의 대체개념으로써 이직의도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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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률로는 자발적 이직과 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을 구별해내

는 것이 어렵지만, 이직의도는 조직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자발적 이직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직의도를 변수로 활용하는 데에 의

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실

제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론적인 측면의 공무원의 이직과는 엄연한 차이

가 있으며 어디까지나 이직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 및 성향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는 점은 강조하고자 한다.

제 3 절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

1.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Gupta& Beehr(1979)은 직무 스트레스와 결근

및 이직과 같은 종업원의 철회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장이론(Field theory), 균형이론(balance

theory),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과 같은 심리 이론에 의하면 개

인은 그들에게 해로운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무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종업원들에게 유해한 직무 환경을 유발하기 때문에 개인은 지

각, 결근 및 이직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Gibson, Ivancevich & Donnelly(1985)는 직무스트레스가 결근, 생산

성 저하, 소외감 발생, 직무 불만족, 충성심 감소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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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과 같은 역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Peter(1986)는 직무스트

레스 요인을 총 6개의 범주로 구분한 후,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직무내적

특성, 조직 내의 역할, 대인관계, 경력개발, 조직구조 및 풍토, 가정·직장

의 조화와 같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개인에게는 혈압상승, 압박감과 같

은 신체적 변화를, 조직에게는 구성원의 높은 결근율과 높은 이직률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천순덕(2005)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

라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잦은

결근, 직무태만, 대인기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조

직으로부터의 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서 과도한 직

무스트레스는 개인의 이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Jamal(1984)은 간호사 440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종업원의

성과 및 이직 성향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종업원의

효율성과 이직 성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Spector,

Dwyer & Jex(1988)는 약 400명의 대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조사를 실행했는데 그 결과, 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

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서도 긴장,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역할갈등과 이직 성향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Gusrafson, Dushene &

Baker(1992)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근무 불만족, 소진경험, 결근율, 이직의도 및 이직률이 높아진

다고 밝혔다. 변은숙(2009)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직의도 연구에

있어 그들의 이직 원인은 직무관련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력몰입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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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하나 최종적으로는 직무스

트레스와 직무만족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Stordeur,

D'hoore & Vandenberghe(2001)는 간호사들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간

호의 질을 저해하고 결근율을 증가시키며, 최종적으로는 이직을 유발한

다고 밝혔다.

이정은 & 조영은(2008)은 물리적 환경, 업무명확성, 역할 갈등, 업무

량, 고객관계, 유관기관 관계, 서비스 대상자의 폭력 등이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Allen &

Meyer(1990)은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직무만

족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본인이 속한 조직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와

노력의 현저한 감소를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직무만족도

의 저하와 조직에 대한 소속감 약화는 높은 이직의도로 이어진다고 설명

했다. Tuten & Neidermeyer(2002)는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등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신체적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을 통해 자발적인 이직과 결근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Huang, Chuang & Lin(2003)은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

담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으로 하여금 소진을 야기하고 이것이 이

직의도의 주요 예측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그들의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들은 이하와 같다. 먼저 박성수(2002b)의 연구는 국내에서 경찰공무원

의 스트레스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대표적 연구인데 경찰공무

원이 승진, 역할 과다, 보수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직의도

가 높게 나타났고, 더불어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또한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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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이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홍조(2017)는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간의 상관관

계에 있어 조직몰입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이 이직관리에 중

요하다고 밝혔다.

이환범 & 이수창(2006)은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스트

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

조 모형을 구축하여 경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이직의도에는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더불어 이직의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직접효과에 비해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경유할 경우 간접효과가 더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것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를 줄이

기 위해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윤여원(2018)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직무스

트레스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인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는 공

무원의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역할갈등ㆍ

역할모호성ㆍ역할과다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가 높아짐을

밝힌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역할모호성의 경우,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추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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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밝혔는데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역할모호성으로 인해 이

직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한다.

윤혜미(1996)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대처행동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사회복지

사의 직무만족도는 높고 이직의도는 낮게 나타남을 밝혔다.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최종적

으로는 이직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본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비단

민간부문 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소중한 재원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직무 환경에서 받는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

어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인의 하위변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역할갈등

Tuten & Neidermeyer(2002)는 역할갈등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신체적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Spector, Dwyer & Jex(1988)는 대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에서 역할갈등과 이직성향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증명하

였다. 이강훈, 김연수 & 이창한(2010)는 보호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정

은 & 조영은(2008)은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 중 역할갈등이 이직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 특히, 역할갈등 외에도 물리적 환경, 업무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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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업무량, 고객관계, 유관기관 관계, 서비스 대상자의 폭력 등이 직무스

트레스 유발요인으로써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용수(2006)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hraemi & Mor-Barak(2015)는 아동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할갈등이 역할모호성, 역할과다와 함께 이직의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2) 역할모호성

최영관(2019)은 사회복지사 17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할모호성

이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정

서고갈의 매개효과도 함께 확인한 바 있다. Spector, Dwyer &

Jex(1988)는 대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할모호성과 이직

성향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Ahraemi &

Mor-Barak(2015)은 아동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할모호성

은 역할과다와 역할갈등과 함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

였다. 장희경(2017)은 민간경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직무스트레스 중 역할모호성은 이직의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을

밝혔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역할에 대한 모호성을 강하게 느낄

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남을 증명했다. Tuten & Neidermeyer(2002)

는 역할모호성이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자발적인 이직과

결근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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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과다

Huang, Chuang & Lin(2003)은 업무 과중과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 개인으로 하여금 소진을 야기하고 이것이 이직의도의 주요 예측인자

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계순(2005)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

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상담원들의 근무시간, 업

무량과 같은 업무과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불어 정서적 탈진, 상사와의 관계, 성별, 연령, 학력들도 이직의도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권용수(2006)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공무원의 업무량이 그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물리적 환경, 업무명확성, 역할갈등, 고객관

계 등이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업무량과 함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였다. 강제상, 김광구 & 고대유(2011)는 전국 사회복지시

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할과다가 높아짐

에 따라 이직의도 또한 높아짐을 밝혔다. Ahraemi & Mor-Barak(2015)

는 아동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할과다는 역할모호성, 역

할갈등과 함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Spector, Dwyer

& Jex(1988)는 역할과다와 이직 성향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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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다음 이유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의 하위변수별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차별

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분석함에 있

어 직무스트레스를 일괄하여 분석하지 않고 직무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

인의 하위변수에 따라 이직의도에 상이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

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

활실태조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문항은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을 크게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로 놓고 5점 척도로 대답하도록 질문하였

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를

요인(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을 구성하는 하위변수 7개(①상급

자의 모순된 요구, ②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③업무 책임과 개인가치

관의 차이, ④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⑤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⑥업무 수

행방법 불분명, ⑦업무 책임과중)를 기준으로 각각의 하위변수가 이직의

도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살펴봄에 있어 연구의

분석 대상을 공무원 전체로 일반화하여 적용하였다. 즉, 공무원의 직급과

같은 공무원의 통계학적 특성은 연구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는 전국의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5급 이상,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의 직급을 조절변

수로서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공무원의 직급이 조절변수로서 직무스트

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했다는 데에 차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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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2018년으로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3년에 실시한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인식조사”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직무스트레스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

한 연구가 존재하나, 본 연구는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8년의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반영하였다는 데에서 시간적인 한계를 해결한 부분이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변수 7가지가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의 목적을 반영하여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의 하위변수에 해당하는 7

가지 항목을 활용하여 <가설 1>, <가설 2>, <가설 3>을 설정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갈등을 설명하는 3가지 하위변수인 상급자

의 모순된 요구, 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

에 대하여 <가설 1>은 세부적으로 3개의 가설로 나눠지며 아래와 같다.

가설 1-1.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정도가 클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상사/부하들의 요구사항이 상이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3.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가 클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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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모호성을 갈등하는 3가지 하위변수인 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업무 수행방법 불분명에 관하여

서는 <가설 2>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3개의 가설로 나눠진다.

가설 2-1. 업무 책임범위가 불분명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업무 우선순위가 불분명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3. 업무 수행방법이 불분명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 과다와 관련하여서는 <가설 3>을 설정하

였으며 아래와 같다.

가설 3. 업무 책임이 과중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무원의 직급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였을 때 차이를 보이는

지 확인하기 위해 <가설 4>를 설정하였다.

가설 4.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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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가설  
1

가설
1-1

역할
갈등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정도가 클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상사/부하들의 요구사항이 상이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3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가 클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가설
2-1

역할
모호성

업무 책임범위가 불분명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업무 우선순위가 불분명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3

업무 수행방법이 불분명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역할
과다

업무 책임이 과중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4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다를 것이다.

[표 4] 가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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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 모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의 하위변수 7개(①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②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③업무 책임과 개인가치관의 차이, ④

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⑤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⑥업무 수행방법 불분

명, ⑦업무 책임과중)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의 하위변수 7가

지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공무원의 이직의도로 설정하였다. 조절변수

로는 공무원의 직급을 활용하였다. 선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직무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자녀의

수, 근무 연수, 소속유형, 학력)과 일시적인 상황적 특성(근 1달간의 근무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정리하여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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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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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SPSS 23.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응답자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 및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기본적인 특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앞에서 수립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독

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7가지 하위변수와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조절변수인 공무원의 직급 그리고 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최종적으로는 다중회귀분석에 조절변수를 추가하여, 변수를 단계적

으로 구분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 2 절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조사를 주관하고 (주)리서치랩에서 실시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조사는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전

국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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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운영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사의 목적은 공무원 일반의 인

적자원관리에 대한 주요 현황 및 공무원 인식 조사를 토해 정부 인적자

원관리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

다. 조사는 공무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직면하는 Public HRM(Human

Resource Management)의 세부 분야인 업무환경, 인사제도, 조직관리,

조직구성원의 동기, 태도 및 행동 등에 대한 공무원 일반의 인식을 측정

및 분석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는 모

집단이 전국의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표

본추출은 다단층화확률비례(계통)추출을 이용하였으며, 추출된 표본의 크

기는 4,000명이다. 2018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E-mail 웹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표본의

크기인 공무원 4,000명 중 결측값을 지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표본이

없었기 때문에 4,000명 전원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제 3 절 변수 정의

1. 독립변수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설정함에 있어, Steer & Mowday(1981),

Moorehead & Griffin(2014), 하미승 & 권용수(2002), 윤여원(2018) 등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본 역할갈등, 역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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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문항 측정

직
무
스
트
레
스

역할
갈등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나는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

5 점 
척도

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내 역할에 대한 
상사들/부하들의 요구사항이 
다르다

5 점 
척도

업무 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

공식 업무책임과 내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5 점 
척도

역할
모호성

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나의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범위가 불분명하다 

5 점 
척도

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나의 담당 업무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 

5 점 
척도

업무 수행방법 
불분명

나의 담당 업무의 
수행방법이 불분명하다 

5 점 
척도

역할과다 업무 책임과중 나의 담당 업무 및 책임은 
너무 과중하다 

5 점 
척도

호성, 역할과다에 각각 해당하는 하위변수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의 설문문항 중 각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설문문항들을 활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표 5]와

같다.

[표 5] 독립변수 하위 설문 문항

2. 종속변수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기 위해 “2018년 한국행정연구

원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이직의도를 물어본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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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문항 측정

직급 귀하의 현재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1)5 급 이상
(2)5 급 미만

구분 설문 문항 측정

이직의도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 5 점 
척도

[표 6] 종속변수 하위 설문 문항

3. 조절변수

공무원 직급을 조절변수로 설정하기 위해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공

직생활실태조사”의 설문 문항 중 본인의 현재 직급을 묻는 설문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표 7]과 같다.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직급

이 5급 이상인 경우는 중간관리자 이상으로서 직급이 높은 집단으로, 직

급이 5급 미만인 경우는 실무자로서 직급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직급이 높은 집단을 1로 코딩하였으며, 낮은 집단은 0으로 코딩하

였다.

[표 7] 조절변수 하위 설문 문항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직무스트레스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

적 혹은 상황적 요인들을 선정하여 통제변수로서 분석에 포함시켰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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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변수로서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성별, 연령, 혼인상태, 자녀의 수, 근무 연수, 근 1달간의 근무시간, 소속

유형, 학력에 대해 통제하였다. 개인적 특성 및 개인이 처한 일시적 상황

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에 대해서는 여자 = 0, 남자 = 1로 코딩하였다. 연령의 경우, 생

년만 고려하였고 월은 버림 처리하였다. 세대별로 측정하기 위해 20대 =

1, 30대 = 2, 40대 = 3, 50대 이상 = 4로 코딩하였다. 혼인상태는 사별과

이혼한 경우 또한 배우자가 있었던 케이스로서, 기혼으로 간주하였으며

미혼 = 0, 기혼 = 1로 코딩하였다. 자녀의 수는 전체 자녀의 수만 고려

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자녀 없음 = 0, 자녀 1명 = 1, 자

녀 2명 = 2와 같은 방식으로 코딩하였다. 근무 연수는 5년 이하 = 1, 6

년~10년 = 2, 11년~15년 = 3, 16년~20년 = 4, 21년~25년 = 5, 26년 이상

= 6으로 코딩하였다. 근 1달간의 근무시간은 개인이 선택한 최근 1달간

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 값으로 측정하였는데 35시간 이하 = 1, 36시간

~40시간 = 2, 41시간~45시간 = 3, 46시간~50시간 = 4, 51시간 이상 = 5

로 코딩하였다. 소속유형은 광역자치단체 = 0, 중앙부처 = 1로 코딩하였

다. 학력의 경우, 공무원 입직 당시의 학력이 아닌 현재의 학력을 살펴보

았으며 고졸 이하 = 1, 전문대학 졸업 = 2, 대학(4년제) 졸업 = 3, 대학

원 석사 졸업 = 4, 대학원 박사 졸업 = 5로 코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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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문항 측정

통
제
변
수

성별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남자   (2)여자

연령 생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년  ______월

혼인상태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미혼    (2)배우자 있음
(3)사별    (4)이혼

자녀의 수 자녀의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전체 ______명 

근무 연수 공무원 입직년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년
*2018 년 - ______년

근 
1 달간의
근무시간

지난 1 개월간의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1 주일 평균 ______시간

소속유형 소속하신 기관유형이 
어찌 되십니까? (1)중앙부처 (2)광역자치단체

학력 현재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고졸이하   
(2)전문대학 졸업
(3)대학(4 년제) 졸업
(4)대학원 석사 졸업 
(5)대학원 박사 졸업

[표 8] 통제변수 하위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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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소속
유형

광역자치단체        2,000 50.0
중앙부처        2,000 50.0

직급

2 급(고위공무원 나급)            2 0.1
3 급           27 0.7
4 급          282 7.1
5 급          902 22.6
6 급        1,281 32.0
7 급        1,100 27.5
8 급          225 5.6
9 급          181 4.5

성별
여성        1,422 35.6
남성        2,578 64.5

연령

20 대          318 8.0
30 대        1,232 30.8

40 대        1,536 38.4

50 대 이상          914 22.9

학력

고졸 이하          163 4.1

전문대학 졸업          266 6.7

대학(4 년제) 졸업        2,689 67.2
대학원 석사 졸업          773 19.3
대학원 박사 졸업          109 2.7

혼인
상태

미혼          848 21.2

기혼        3,090 77.3
사별           12 0.3

이혼           50 1.3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였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표본 4,000명의 공무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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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소속유형으로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2,000

명(50.0%), 광역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 또한 2,000명(50.0%)

으로 정확히 반반으로 나타났다. 직급으로는 2급(고위공무원 나급)이 2

명(0.1%), 3급이 27명(0.7%), 4급이 282명(7.1%), 5급이 902명(22.6%), 6

급이 1,281명(32.0%), 7급이 1,100명(27.5%), 8급이 225명(5.6%), 9급이

181명(4.5%)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2,578명(64.5%), 여성

이 1,422명(35.6%)로 남성이 여성의 약 2배가량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

령의 경우, 20대 318명(8.0%), 30대 1,232명(30.8%), 40대 1,536명(38.4%),

50대 이상이 914명(22.9%)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163명

(4.1%)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문대학 졸업자가 266명(6.7%),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689명(6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석사 졸업자가 773

명(19.3%), 대학원 박사 졸업자가 109명(2.7%)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로

는 미혼은 848명(21.2%), 기혼이 3,090(77.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였다.

제 2 절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

1.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이며 총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②상사/부하의 상이한 요

구, ③업무 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 ④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⑤업무 우

선순위 불분명, ⑥업무 수행방법 불분명, ⑦업무 책임과중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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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합 최솟값 최댓값

직
무
스
트
레
스 

요
인
의 

하
위
변
수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2.93725 0.92224 11,749 1 5

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2.90000 0.81558 11,600 1 5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
3.02850 0.91181 12,114 1 5

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2.71150 0.87290 10,846 1 5

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2.59750 0.83855 10,390 1 5

업무 수행방법 
불분명 2.53150 0.81711 10,126 1 5

업무 책임과중 2.90225 0.82545 11,609 1 5

각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최솟값은 1이며 최

댓값은 5이다. 세부적으로는 [표 10]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0]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독립변수 측정에 있어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들은 모두 단일

문항이라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

인의 하위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 분석은 다음과 같다. 총 7가지의 직

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가장 낮은 직무스트레

스 정도를 보이는 변수는 업무수행방법의 불분명이었다. 업무수행방법

불분명은 평균이 2.53150으로 다른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들의

평균들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다. 반면, 가장 높은 직무스트레스

를 보이는 변수는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의 차이였는데 평균이 3.02850

으로 이는 유일하게 보통의 응답값인 3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변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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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합 최솟값 최댓값

이직의도 2.88050 1.06231 11,522 1 5

다. 즉, 공무원들은 업무수행방법의 불분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스트

레스 정도를 낮게 느끼는 반면, 공식적인 업무책임과 개인 가치관과 차

이가 큰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업무

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 다음으로는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가 2.93725, 업

무책임과중이 2.90225, 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가 2.90000, 업무 책임범

위 불분명이 2.71150, 업무 우선순위 불분명이 2.59750의 순서대로 평균

값을 보였다.

2.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직의도로서 이직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문

항은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최솟값

은 1이며 최댓값은 5이다. 세부적으로는 [표 11]과 같다. 이직의도의 평

균은 2.88050으로 나타났다.

[표 11]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3. 조절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직급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겠다. 직급이

5급 이상일 경우 직급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5급 미만의 경우

직급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표 12]와 같다.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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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합 최솟값 최댓값

직급 6.13450 1.21069　 24,538 2 9

변수 평균 표준편차 합 최솟값 최댓값

성별 0.64450 0.47872 2,578 0 1

연령 2.76150 0.89321 11,046 1 4

혼인상태 0.78800 0.40878 3,152 0 1

자녀의 수 1.32575 0.97922 5,303 0 5

근무 연수 3.54050 1.78316 14,162 1 6

근 1 달간의
근무시간 4.39850 0.88820 17,594 1 5

소속유형 0.50000 0.50006 2,000 0 1

학력 3.09975 0.72245 12,399 1 5

경우, 평균값이 6.13450으로 본 연구의 응답자의 평균 직급은 약 6등급

정도로 나타났다.

[표 12] 조절변수의 기초통계량

4.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서 성별, 연령, 혼인상태, 자녀의 수, 근무 연

수, 소속유형,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더불어 근 1달간의 근무시간

과 같은 일시적인 상황적 특성을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표 13]과 같

다.

[표 13]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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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의 평균은 0.64450, 연령의 평균 2.76150, 혼인상태의 평균은

0.78800, 자녀의 수 평균은 1.32575, 근무 연수의 평균은 3.54050, 근 1달

간의 근무시간 평균은 4.39850, 소속유형의 평균 0.50000, 학력의 평균은

3.09975이었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뿐만 아니라 통

제변수 또한 측정대상의 분류와 더불어 그 크기에 따라 순서적으로 배열

한 서열척도 값이기 때문에 상대적 크기 차이를 논할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여자(0)보다 남자(1)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 역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 미혼(0)보다는 배우자를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기

혼(1)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평균 약 1.32575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 연수의 경우, 평균이 3.54050으

로, 3으로 코딩되었던 11년~15년 재직기간이 평균값으로 나왔다. 근 1달

간의 근무시간의 경우 평균이 4.39850으로 4로 코딩되었던 최근 1달간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46시간~50시간인 경우가 평균값으로 나왔다. 소

속유형의 경우, 평균값이 0.50000에 수렴하는데 광역자치단체(0)에 해당

하는 공무원과 중앙 행정기관(1)에 소속된 공무원이 정확히 반반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력 평균은 3.09975로 3으로 코딩되었던 4년제 대학 졸

업이 평균값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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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들을 대상으로 그들 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전에 사전 조건으로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변수 간의 영향 관계의 유의성을 보장하기 위

해서인데,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은 회귀계

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임승옥, 2007).

[표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은 0.8 미만이다. 양병화(2006)에 따르면 변인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기준은 대체로 0.8 이상임을 고려

할 때, 본 연구의 모든 상관계수 값은 이를 넘지 않았음으로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인 이직의도를 기준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을 살펴보면, 상급

자의 모순된 요구와의 상관계수 값은 .181(p<0.001), 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와의 상관계수 값은 .151(p<.001),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에 대

한 상관계수 값은 .182(p<.001), 업무 책임범위 불분명과의 상관계수 값

은 .194(p<.001), 업무 우선순위 불분명과의 상관계수 값은 .203(p<.001),

업무 수행방법 불분명과의 상관계수 값은 .201(p<.001), 업무 책임과중의

상관계수 값은 .196(p<.001)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7개의 독립변수

와 이직의도는 독립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직의도 또한 증가하는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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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보인다.

조절변수인 직급과 이직의도의 상관계수 값은 -.049(p<.01)로 음의 상

관관계를 가진다. 즉,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이직의도는 하락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연령과 혼인상태 자녀의 수, 근무 연수는 이직의도와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근 1달간의 근무시간과 소속 유형 그리고

학력의 경우에는 이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연령의 경우 -.168(p<.001), 혼인상태의 경우 -.107(p<.001) 자녀의

수는 -.128(p<.001), 근무 연수의 경우 -.198(p<.001)으로 이직의도와 음

의 상관계수 값을 가진다. 반면, 근 1달간의 근무시간의 경우

.034(p<.05), 소속유형의 경우 .096(p<.001), 현재 학력 또한 .096(p<.001)

으로 이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을

했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직의도는 낮

아지는 반면, 근 1달간의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 국

가직 공무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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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모형 평가 및 가설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 7가지가 공무원의 이

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에 있어 공무원의 직

급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및 상황

적 특성을,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더불어 독립변수로서는 직무스트레

스 요인의 하위변수 7가지를, 3단계에서는 통제변수ㆍ독립변수와 더불어

조절변수로서 공무원의 직급을,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통제변수ㆍ독립

변수ㆍ조절변수와 더불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의 결과인 상호작용

항까지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다중공선성 진단

본 연구의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다. 이처럼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하나의 독립변수가 아

닌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반영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중공선성 진단을 사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윤여원, 2018). 본 연구에

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활용하여 다중공선성에 대한 진단을 진행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는 [표 15]와 같으며 모든 변수들의 공차한계가

0.1보다 높았으며, 분산팽창요인(VIF) 역시 10보다 작았다.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이 10보다 클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

다고 판단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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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공차한계 분산팽창요인(VIF)

성별 .84005 1.19041

연령 .28990 3.44943

혼인상태 .48509 2.06148

자녀의 수 .42747 2.33934

근무 연수 .28692 3.48527

근 1 달간의 근무시간 .91831 1.08896

소속유형 .83787 1.19350

학력 .88319 1.13226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31318 3.19303

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31707 3.15390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 .34481 2.90014

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27083 3.69229

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23465 4.26173

업무 수행방법 불분명 .25239 3.96207

업무 책임과중 .48738 2.05178

직급 .72311 1.38291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x 직급 .34045 2.93731

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x 직급 .32594 3.06804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   
x 직급 .37477 2.66829

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x 직급 .25325 3.94862

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x 직급 .21555 4.63926

업무 수행방법 불분명 
x 직급 .25197 3.96871

업무 책임과중
x 직급 .52148 1.91760

[표 15]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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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모형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모형 1은 공무원 개인이 보유한 인구통계학적 및 일시적인 상황적 특

성에 따라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성별, 연령, 혼인상태, 자녀의 수, 근무 연수, 근 1달

간의 근무시간, 소속유형, 현재 학력을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자녀의 수

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나 근무 연수, 근 1달간의

근무시간, 소속유형, 학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근무 연수(β = -0.139, p < .001)는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근 1달간의 근무시간(β = 0.058,

p < .001), 소속유형(β = 0.067, p < .001), 학력(β = 0.084, p < .001)은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근

무 연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지는 반면, 근 1달간의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일수록, 학

력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경우,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 7개를 모형

1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서

는 근무 연수(β = -0.126, p < .001), 근 1달간의 근무시간(β = 0.032, p

< .05), 소속유형(β = 0.060, p < .001), 학력(β = 0.071, p < .001)이, 독

립변수 중에서는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β = 0.058, p < .01),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β = 0.078, p < .001), 업무 책임과중(β = 0.094, p <

.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 설계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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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던 가설 중에서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

이, 업무 책임과중만이 가설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외

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업무 수행방법 불분명은 가설과 달리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공무원은 상급자

의 모순된 요구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공식적인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의 차이가 커질수록, 그리고 업무 책임이 과중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

다는 결론을 도출 시킬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하였던 가설 중

에서도 <가설 1-1>, <가설 1-3>, <가설 3>이 채택되었다.

모형 3의 경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제외하고 직급이

라는 조절변수만을 모형 2에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3은

모형 2와 비교하여 일부 변수의 β값이 다를 뿐 결과는 동일하다. 새로

추가한 직급이라는 조절변수는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 -0.035, p < .05). 즉, 직급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

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모형 4의 경우,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와 조절변수

인 직급의 상호작용항을 모형 3에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직급과의 상호작용항 중에서는 ‘업무 책임과중 x 직급'(β= -0.039, p <

.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직급이 높은 집단

이 낮은 집단에 비해 업무 책임과중이 심해질수록 이직의도가 커지는 정

도가 낮다. 직급이 높은 집단은 업무책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급이 낮은 집단보다 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

으로 <가설 4>는 업무 책임과중에 한해 일부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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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β β β β
상수 2.606*** 1.699*** 1.636*** 1.594***

통
제
변
수

성별 -0.014 0.007 0.0120.013

연령 -0.038 -0.035 -0.028-0.028

혼인상태 -0.010 -0.024 -0.026-0.025

자녀의 수 -0.017 0.002 0.0010.001

근무 연수 -0.139*** -0.126*** -0.121***-0.119***

근 1 달간의 근무시간 0.058*** 0.032* 0.032*0.032*

소속유형 0.067*** 0.060*** 0.070***0.069***

0.078***0.071***학력 0.084*** 0.078***

독
립
변
수

0.0520.059**0.058**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0.033-0.023-0.023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0.083**0.078***0.078***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

0.0110.0040.004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0.0440.0430.045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0.0390.0460.046업무 수행방법 불분명

0.117***0.095***0.094***업무 책임과중

조절
변수 -0.035*-0.035*직급

상
호
작
용
항

0.009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x 직급

0.020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x 직급

-0.010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 x 직급

-0.015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x 직급

0.000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x 직급

0.011업무 수행방법 불분명 x 직급

-0.039*업무 책임과중 x 직급

통
계
량

0.1070.1060.105R2 0.054

0.1020.1030.102Adj R2 0.052

20.81829.63531.315F 28.365

[표 16]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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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공무원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이미 공공부문

에 속해있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할 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공

공부문의 인사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

기 위해 공무원들이 업무상 받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7가지 하위변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들이 공무원들의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가설 1>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갈등과 관련하

여서는 <가설 1-1>과 <가설 1-3>이 채택되었다. 즉,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가 클수록, 그리고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가 클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만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사/부하들의 상이한 요구 정도는 공무

원의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가설 2>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모호성에 해당하는 3가

지 하위변수인 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업무 수행

방법 불분명 모두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과다에 해당하는 업무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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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업무 책임이 과중할수록 공무원의 이직

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설 4>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공무원의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무원의 직급이 갖는 조절효과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 중에서도 업무 책임과중만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급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의 직급이 높을수록 업무 책임과중으로 인해 이

직의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급

이 높은 집단은 업무 책임과중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급이

낮은 집단보다 덜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가설 검증결과는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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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검증
결과 비고

가
설  
 1

가설
1-1

역
할
갈
등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정도가 
클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
1-2

상사/부하들의 요구사항이 
상이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
1-3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 차이가 
클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
설  
 2

가설
2-1

역
할
모
호
성

업무 책임범위가 불분명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
2-2

업무 우선순위가 불분명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
2-3

업무 수행방법이 불분명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 3 역할
과다

업무 책임이 과중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 4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부
채택

업무
책임
과중
(-)

[표 17] 가설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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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공무원은 국가 및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서 그들의 활동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다. 공무원 조직의 목적 및 존재 이유 자체가 사회 및

국민의 요청에 대응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높은 경

쟁률을 뚫고 선발된 유능한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은 공무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외부로 이탈함에 따라 발생하

는 직ㆍ간접적인 비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또한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받게 되는 직무스

트레스의 요인을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세 가지로 정하고 다시

역할갈등은 ①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②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③업무

책임과 개인가치관의 차이로 역할모호성을 ④업무 책임범위 불분명, ⑤

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⑥업무 수행방법 불분명으로, 역할과다를 ⑦업무

책임과중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론적 모형을 제

시하였다. 더불어 공무원의 직급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연구 모형에 포

함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직급이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갖는지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전국의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일

반직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된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 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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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갈등의 하위변수와 관련하여서는 ‘상

급자의 모순된 요구’와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의 차이’가 공무원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가

심할수록, 업무책임과 개인가치관의 차이가 클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모호성의 하위변수와 관련하여서는

그 어떤 것도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과다의 하위변수에 해당하는 업무 책

임과중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

에 대한 책임과중이 심할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 중에서도 업무책임과중만이 공무

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무원이 직급이 조절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급이 높은 공무원은 업무책임과중이 높아질지

라도 직급이 낮은 공무원에 비해 이직의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억제된다.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첫째, 직무스트레스 혹은 직무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인이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미친다는 연구는 많지만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했다.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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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을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로 정의하고 선행연구 및 이론

을 근거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로 다시 나누었다. 그

결과, 역할갈등을 ①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②상사/부하의 상이한 요구,

③업무 책임과 개인가치관의 차이, 역할모호성을 ④업무 책임범위 불분

명, ⑤업무 우선순위 불분명, ⑥업무 수행방법 불분명로 나누고, 역할과

다를 ⑦업무 책임과중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소중한 인적재원

인 공무원이 이직의도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접근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가설검증의 결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 중에서도

①상급자의 모순된 요구, ③업무 책임과 개인가치관의 차이, ⑦업무 책임

과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 하위변수를 순서대로 나열하

면 ⑦업무 책임과중(β = 0.095, p <.01), ③업무 책임과 개인가치관의

차이(β = 0.078, p <.01 ), ①상급자의 모순된 요구(β = 0.059, p <.05)

과 같이 나타났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접근

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공무원의 업무책임 및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도

록 공무원의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더불어 공무원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개인의 가치관과 공적

인 업무 책임간의 갈등이 최대한 생기지 않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부에서 하부에 업무

지시를 할 때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에 의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더불어 이직의도 또한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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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무원의 직급의 높낮이에 따라 어떠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

위변수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하는지에 대한 제언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직급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는데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 7가지 중에서도 업무책임과중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급이 조절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즉, 공무원의 직급이 높을수록 업무책임과중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완화되는데,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은 그 직

급이 높아질수록 역할과다에 따른 업무 책임 과중이 자신에게 당연하다

고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직의도 또한 직급이 낮은 공무원에 비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급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 책임이 과중할지라도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이직

의도가 덜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책임과중과 관련하여서는 직급이 낮은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 연구는 기존에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경

찰관, 소방관, 사회복지사와 같이 특정 직업군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것에

서 벗어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설계 및 진행함으로써

공무원 일반에게도 직무스트레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직무의 구체성 및

특성과 상관없이 중요하며 효과적인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그들의 이직의

도를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Public

HRM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이직의도 및 더 나아가서는 이직률을 낮출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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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과 공무원의 직급이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연구

모형을 세운 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개선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삼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

위변수 7개와 종속변수로 삼고 있는 이직의도에 대한 설문문항이 “2018

년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에 있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연구 모형의 정교함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

정 변수를 설정함에 있어, 선행연구나 이론 등을 근거로 해당 변수를 설

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수의 설문 문항들의 평균값 혹은 가중

치를 반영한 값을 활용하여 변수를 측정하였다면 더욱 정교한 모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의 분석이 2018년 데이터만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횡단면

분석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로 활용되는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공식생활실태조사”는 2011년 이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다. 근 10년간

의 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2018년이라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만을 활용하고 있으

며 시간 경과에 따른 분석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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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 중

에서도 특히 어떤 변수가 그들의 이직의도를 특히나 높이고 있는지 종단

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어떠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가 공무원의 이

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직의도를 살

펴봄에 있다는 것이다. 이직과 이직의도는 그 행동력에 차이가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실제로 이직을 실행한 이력이 있는 공무원들의 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이직까지 이어지게 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하위변수

를 살펴보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넷째,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발생 가능성이다. 본 연

구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해당 데이터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설문지 조사이다. 단일 시점에서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

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동일방

법편의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다섯 번째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 소속

된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함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연

구는 경찰관, 소방관과 같은 특정 직업군을 가진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일반에 직무스트레스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 대상에 기초자치단체 소

속 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대표성

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무원 인적구성을 다

양하게 반영한 표본을 대상으로 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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