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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로환경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특정분야 공무원을 중심으

로 특정관련 요인에만 초점을 두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이 정부조직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이 공무원의 이직의

도에 미치는 실증연구가 충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지방

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요인이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일-생활 균형정책이 이들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근로환경요인 중 의사결정을 제외

한 나머지 4개 변수는 모두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업무량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자율성, 협업/의사소통, 상사지원은 이직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환경과 

이직의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일-생활균형 정책의 조절효과를 공

무원의 가족형태(혼인상태 및 자녀유무)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직무자율성(육아휴직) 및 의사결정(후생복지)과의 

상호작용항에서 기혼유자녀 집단의 경우에만 각 요인별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보이는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 집단의 경우에는 분석에 사용된 정책 및 제도가 조절효과를 가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업/의사소통과의 상호작용항

의 경우 미혼(유연근무), 기혼무자녀(육아휴직), 기혼유자녀(후생

복지) 세 집단 모두에서 각각 다른 일-생활균형정책이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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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근로환경이 공무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공공부문의 일-생활균형정책을 구성원들

의 가족유형에 따라 그 활용정도를 분석해봄으로써, 관련 정책들이 

근로환경요인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가지는 조절효과를 실증

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이직의도, 근로환경, 공무원, 일-생활균형, 조절효과.

학  번 : 2018-2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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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조직구성원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적·조직적 환경의 만

족정도에 따라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가 생기지만, 기본적

으로는 자기 직무에 만족을 느끼면서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노종호, 최진욱, 2018). 그러나 최근 

과거와 달리 평생직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해지면서 직장을 옮

기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흔히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

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 2013~2017년 일반행정직군 공

무원 퇴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 3년 이내 퇴사한 서울

시 공무원은 모두 432명으로 2013년 32명에서 2017년 127명으

로 5년 새 그 수치가 4배나 증가했다(한국일보,2019). 높은 경쟁

률을 뚫고 공무원이 된 젊은 공무원들이 이직을 결심하고 퇴사를 

하는 데에는 후진적인 조직문화와 예상치 못한 초과근무, 과도한 

업무량 등의 직무요인 뿐만 아니라 단순행정업무의 반복에서 오는 

회의감 등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공무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중견 공무원인 과장급 인사들의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의 퇴사가 증가하는 것은 공직 사회의 인사 적

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이직의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공조직에서 공무

원의 이직은 개인과 조직에게 모두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측

면에서 부정적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이들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직무관련 요인(직무만족, 직무자율성, 직무스트레스 등), 조직관련 

요인(보수, 승진, 상사 또는 부하와의 관계 등), 개인관련 요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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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연령, 교육수준 등)등으로 나뉘어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해 

연구되어 왔다(노종호, 최진욱, 2018). 이런 다양한 영향요인 가

운데에서 본 연구는 근로환경요인에 중점을 두고 근로환경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방공무원(오재동, 최상한, 

2017; 강동철,2016), 사회복지사(강길현,2014;장윤정,2011, 홍

연숙,2017), 교정직 공무원(라광현, 이윤호,2011; 박정수, 진종

순, 2016)과 같은 특정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

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보인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

하여 특정분야의 공무원이 아닌 보다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한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과 이직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의이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가족친화정책제도의 활용이 구성원의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감소시켜 조직성과에 기여

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노종호,한승주,2014; 김화연,오현규,박

성민, 2015; 김화연,오현규,이숙종,2018; 최진욱,노종호, 2019). 

과거에는 직장과 가정을 각각의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하였다면 최

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직장과 가정, 나아가 개인의 생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2018년 공무원 총 조사’에 따르면, 최근 

여성 공무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1)하고 있고, 공무원 개인의 경력

개발과 여가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직사회에

서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최진욱, 

노종호,2019).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이직 및 자발

적 퇴사율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를 인식하고 공무원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연근

1) 인사혁신처의 ‘2018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46.5%

로 2013년 43.2%보다 3.3%p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공채 공무원 여성 합격

률이 지속해서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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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육아휴직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와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러한 정책을 통해 받는 혜택은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구성

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혜택을 제공한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소속감

을 강화시켜 장기근속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직에 대

한 일체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김효선, 차운아, 2009; 최

진욱, 노종호,2019 재인용). 즉 자신이 속한 조직이 제공하는 일-

생활균형 정책에 만족하는 공무원일수록 조직에 몰입함으로서 결

과적으로 이직의도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

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일-생활균형의 조절효과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일-생활균형 연구는 주로 기혼여

성근로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일-가정양

립지원 정책 등이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가족구성원의 관점에서의 일과 가정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관점에서 개인의 일과 생활 전반의 균형

을 고려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가정 

갈등의 문제는 더 이상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오늘날 

개인의 일과 삶의 불균형에서 야기되고 있는 비혼 및 미혼 인구의 

증가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화가 반영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의 분석과정에서 혼인상태와 자

녀유무 등에 따라 연구대상을 유형화하여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직사회의 근로환경과 일-생활균형의 패

러다임에 초점을 맞추어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가족유형별로 나누

어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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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일-가정갈등과 사회교환이론

일과 가정은 근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이루며, 두 

영역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김

용순, 이준재,2010). 일은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문제는 

일의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Huang et al., 2004), 개인은 자

신이 속한 조직에서 조직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 등 다중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진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의 약 70%가 

직장과 가정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갈등은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사기저하 및 가

족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직욕구를 증가시

키고, 직장만족도를 저하시키며 조직에 대한 몰입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밝혀졌다(임주환, 2007).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조직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로 조직이 조직구성원

을 위해 호의적인 혜택을 부여할 때 이것이 개인과 조직 간 고품질

의 교환관계(High-quality Exchange Relationship)를 형성하게 되

는 조건이 된다고 본다(오민지,김태희, 2018). 즉, 조직으로부터 

받는 혜택과 이익이 많다고 느끼는 근로자일수록 자신이 속한 조직

에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되며 조직에 조금

이라도 더 기여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Podsakoff & 

Mackenzie, 1997). 이를 일-생활의 영역으로 확장시켜보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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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일과 가정사이에서 역할갈등을 겪는 개인에게 본인의 가정생

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는 조직의 정책과 지원이 풍부할수록 삶의 

또 다른 영역인 직장생활에 보다 열중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위

해 노력하게 된다(최현정, 2013). 이에 대하여 이견의 여지는 있

으나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조직일수록 조직에 속한 근로자들

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속한 근로자들보다 높은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을 보이며 나아가 더 나은 조직시민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조직의 근로환경요인 중 직무특성과 대인적 환경(인간관계적)

특성2)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 관계에서 공

무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관련 정책이 가지는 조절효과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이직의도의 개념정의 및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1)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불만족이나 부정적인 직무태도

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노종호, 최진욱, 2018)라고 할 수 있

다. 이직의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는 

이유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또는 조직몰입과 같은 개인

의 태도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반면, 최근에는 구성원의 스트레스

나 삶의 질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과 연관이 있는 상황적 맥락을 고

2) 최병우(2004), 직무만족에 있어 조직직무특성, 대인적 환경특성의 영향, 산업경제연

구, 17(4), 1195-12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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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학자 정의

Allen&Meyer

(1990)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조직으로부터 이탈하고 싶어 하는 

의식 정도

Teet&Meyer

(1993)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소속된 직장을 

자발적으로 떠나려고 의도하는 정도

Takase 

(2010)

조직구성원이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재의 직장을 떠나려는 

의지나 시도

양승범

(2009)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고 근무하는 현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

이영균,최인숙

(2013)

조직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는 조직구성원이 떠나기 위해 계획

하고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의도하는 인식과정 (cognitive 

process)

노종호, 최진욱

(2018)

조직구성원 본인이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현 직장을 떠나려는 의지

[표 1] 이직의도에 대한 여러 학자의 정의 

이처럼 근로자의 이직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들을 알아

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면서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의 중요

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직은 조직구성원이 이미 조직

을 떠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Harrisetal, 2005; 오재동,최상환, 2017 

재인용). 

따라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조직구

성원의 이직을 줄이고 직무에 대한 불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

안을 탐구하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직의도는 현재의 직장을 떠날 것인지 남을 것인지의 갈등상태를 포

함하는 개념(오재동,최상한,2017)으로 당장의 이직결정이 아니더

라도 잠재적 이직가능성, 근무태도, 조직몰입 등과 밀접한 관련성



- 7 -

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의 영향요인3)으로서 근로환경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직무특성 중 직무자율성과 업무량, 대인적 환경특성 

중 협업/의사소통, 상사지원, 의사결정참여 간의 영향관계와 이들 

요인들과 조절변수로서 일-생활균형정책 간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근로환경과 이직의도 간의 영향관계

(1) 직무특성과 이직의도

가. 직무자율성

직무자율성(Job autonomy)은 조직 구성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직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Liu, Spector, & Jex, 2005; Morgeson & 

Humphrey, 2006; 노종호, 최성욱, 2018). 직무자율성이 높은 조

직일수록 조직구성원은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 독립성을 가

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개인이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Ryan & 

Deci(2000)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의하면, 

인간에 잠재되어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세 가지 심리적 욕구를 

3) 최병우(2004)는 금융기관의 직무만족 연구를 하는데 있어 상황론적 접근방법

(contingency approach)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맥락적(contectual) 조직연구 즉, 조직,

직무특성 및 대인적 환경특성 그리고 개인특성변수가 포함된 연구가 타당성이 있음

(조경호,1998;최병우,2004)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직의도개념에 대한 영

향요인 분석을 직무환경특성 및 대인적 환경특성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되어 해당 분류를 따라 이직의도 영향요인으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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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자율성 욕구(Autonomy needs), 유능성 욕구(Competence 

needs), 관계성 욕구(Relatedness needs)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본

적 욕구의 만족은 개인의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또는 

내재화(Internalization)를 촉진시켜 개인으로 하여금 직무만족, 조

직시민행동, 심리적 안녕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Gagne & Deci,2005; 강민철, 신유형, 문대원,2019). 하지만 반

대로 이러한 욕구의 결여는 개인의 조직에 대한 몰입과 애착을 약

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조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가지는 자율성과 통제권한의 정도는 이직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직무자율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두 변수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다룬 연구와 다른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인 관계를 다룬 연구가 혼재되어 있

다. Kim&Stoner(2008)는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직무자율성과 이직의도

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였다. 정원식, 정한식(2013)의 연

구를 통해서는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조직구

성원들이 자기 직무에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할수록 직무

만족이 높아지며, 이러한 직무만족이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는 것

을 보여준다.

직무자율성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자신의 업

무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직

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자율성과 이직의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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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나. 업무량

업무량(Workload)은 한 명의 구성원에게 부여된 업무의 양을 

말한다. 개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

기를 바란다. 만약 주어진 시간 내에 완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

한 양의 업무가 부여될 경우, 개인은 심리적 압박과 부담을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 이는 이직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이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이 많아지면, 구성원에게 있어 조직 내에

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료성이 약해지고 모호해지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대해 역할갈등이나 역할모호성을 경험할 수 있다(노종호, 

최진욱, 2018). 또한, 개인에게 주어진 과도한 양의 업무는 심리

적, 정서적 탈진으로 이어져 조직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업무량과 관련한 선행연구 역시 직무자율성과 마찬가지로 이직

의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계순(2005)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업무량이 정서적 탈진을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과다한 업무량이 상담원의 정서

적 탈진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탈진이 이직의도를 증가시킨다는 것

이다. 권용수(2006)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이 이직의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조

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업무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과

다한 업무량은 주어진 업무에 몰입하면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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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어렵게 한다. 과중한 업무량이 누적되게 되면 공무원들은 심

리적 탈진으로 인해 근무의욕을 상실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려는 이직충동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논

의를 종합해볼 때 업무량과 이직의도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할 수 있다. 

가설 1-2: 업무량이 많아질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2) 대인적 환경특성과 이직의도

가. 협업/의사소통

협업/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상사, 동료, 부하직원 간 의사나 메시지를 전달하거

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종호, 최진욱, 2018).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서 간, 상하 간(수직적) 그리고 직원 간

(수평적) 협업 및 의견교환 같은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의 협업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구성원 

간 관계가 원만해지고 직무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조

직성과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상하 간(수직적) 의사소통은 전문

적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며(Albrecht & Adelman, 1987), 직원 

간(수평적) 의사소통은 상호 간 역할정의를 명확히 하여 업무를 수

행하는데 있어 성취감을 신장시키므로(Ellis&Miller, 1994) 조직 

내 협업/의사소통은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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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된다.

협업/의사소통과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김영희,조숙영(2019)은 영아교사의 의

사소통능력과 이직의도 관계를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

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의사소통능력은 교사효능감과 직무스

트레스를 통해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현미,성경미(2017)의 연구에서도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

서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간 협업 및 의

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가 증가하며 이직의도

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협업 및 의사소통과 이직의도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1: 협업/의사소통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나. 상사의 지원

상사의 지원(Supervisor support)은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

행하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사가 자신의 업

무수행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필요한 경우 자신

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를 의

미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이용호, 권중생, 2017 재인

용). 김명희(2014)는 상사지원을 조직구성원들의 업무수행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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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멘토 역할을 하며 핵심적인 피드백을 지

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사지원은 업무와 관련

된 지원 이외에도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 등 정서적 지원을 포

괄하는 개념으로 비공식적-사회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민지, 김태희, 2018). 특히 조직구성원이 가지는 가정 친화적 

상사지원인식은 조직 내에서 상사가 구성원 개개인의 가정에 관심

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감정적, 심

리적, 도구적 업무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Hammer Kossek, Yragui, Bodner,& Hanson, 2009; 우주원, 곽

원준,2018). 사회교환이론의 시각에서 상사의 부하에 대한 업무관

련 지원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며 이러한 상사와 부하 간 상호 호혜

적 관계는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에 공헌하거나 상사에 대한 충

성심을 갖게 하여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상사의 지원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요인 간 직접영향관계를 살펴본 이용호, 권중생

(2017)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와 상사의 지지가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사의 지지는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연, 곽원준(2018)은 일-가정균형만족과 가정친화

적 조직지원인식 간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검토

하였는데, 두 변인 관계에서 상사지원인식이 강할수록 두 변인 관

계가 강화되는 반면 상사지원인식이 낮을수록 관계가 약화되었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상사의 

지원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감소시

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상사지원과 

이직의도 간의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2: 상사지원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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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사결정 참여

의사결정참여는 의사결정에서의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김선희, 2014)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에 있어 종사자의 참여수준

으로 정의된다(김선욱, 2004). 의사결정참여는 조직의 리더와 구

성원 간의 협조적인 파트너십은 물론,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조직

성과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기반이 된다(Vroom & Jago, 

1988). 구성원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조직은 제도적 장치

를 통해 구성원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위

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은 개인

의 직무에 대하여 본인이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만약 직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조직에서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이직의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의사결정 참여와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

음과 같다. 양점도,정영주(2012)의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이 직무

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사결정 참여율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경(2006)의 연구에서는 참여가 확대

되고 수용적인 조직구조의 구성원은 이직의도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

원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수용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일수록 구성원

들의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

정 참여와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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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3: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이상 직무특성 및 대인적 환경특성 근로환경과 이직의도 간 영

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분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연구자

연구대상 
및 

표본
연구결과

직무
특성

직무
자율성

이직
의도

Kim &

Stoner

(2008)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사, 

346명

§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

정원식,

정한식

(2013)

경상남도 소재

공기업 근로자,

500명

§ 직무자율성은 직무만족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

업무량 이직
의도

공계순

(2005)

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

117명

§ 업무량은 정서적 탈진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

권용수

(200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41명

§ 과도한 업무량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

대인적
관계
특성

협업/
의사
소통

이직
의도

김정희,

조숙영

(2019)

인천시 소재 

가정어린이집 

영아교사, 155명

§ 의사소통능력은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손현미,

성경미

(2017)

대학병원 

간호사,

208명

§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이직의도를 

감소시킴

상사
지원

이직
의도

이용호,

권중생

(2017)

전국 근로자,

232명
§ 상사의 지지는 이직의도를 감소시킴

일-가정
균형 및 

가정친화적 
조직지원

인식

우주연,

곽원준

(2018)

기혼 직장인,

69명

§ 상사지원인식이 강할수록 

일-가정균형만족과 가정친화적 

조직지원인식 간 관계가 강화되는 

반면, 상사지원 인식이 낮을수록 

관계가 약화됨

의사
결정

이직
의도

양점도,

정영주

(2012)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208명

§ 의사결정참여가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짐

이직
의도

이재경

(2006)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120명

§ 의사결정 참여가 자유롭고 수용적 

구조의 조직구성원일수록 

이직의도가 억제됨

[표 2] 근로환경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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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생활균형(Work-Life Balance) 

1. 일-생활균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일-생활균형의 정의

최근 ‘인간중심 조직이론(organizational humanism)’이 대두되

면서 조직구성원의 행복, 정서적 안정, 웰빙(Well-being)과 같은 

개념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박경효, 1999; Chandra, 

2012; Collins & Clark, 2003; 허준영, 권향원, 2016 재인용). 

과거 승진이나 급여 인상 등 외적보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려 했던 인사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근로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내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직 환경을 바꾸는 인사관

리전략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과 ‘생활’ 사이의 합리적

인 균형은 개인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게 실존적인 만족과 행복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

적으로 조직의 집합적인 효과성을 증대하는 데에도 실효적인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Bemmels & Foley,1996; 허준영, 

권향원,2016). 

이러한 추세를 따라 오늘날 여러 선진국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

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이론적, 관리적 접근

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제도 

등)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속되고 있는 출산율 감

소, 고령화 사회의 심화, 이혼율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가족

구조의 변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급

격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개인의 ‘일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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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효율적으로 양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일-가정양립’이라는 명칭으로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일-생활 균형’은 그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연구되

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균

형을 ‘일-생활 갈등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다. 

Clark(2000)은 일-생활 균형을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최소한의 

역할 갈등을 겪으며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만족하는 상태라

고 보았다. 역할 균형의 측면에서 일-생활 균형을 바라볼 경우, 각 

역할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균형

적인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 일-생활 균형이 객관적인 수

치가 아니라 ‘주관적인 지각’에 의해 성취된다는 관점이다. 

Guest(2002)는  일-생활 균형을 일과 생활의 지각된 균형감으로 

정의하였고, 강우란, 배노조, 정지영(2005) 역시 일과 생활의 균

형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모두 잘 해내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라

고 보았다. 

‘일-생활 균형’이라는 명칭은 연구마다 ‘일-가정 양립’, ‘워라

밸’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념상 혼재를 막

기 위해 ‘일-생활 균형’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일

과 가정생활의 관계에서 두 영역의 역할 간 갈등을 넘어 질적인 균

형을 포괄하는 현 추세를 따르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삶에 있어 

일 이외의 영역을 가정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개인의 생활 

전반에 대한 영역으로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기혼자

와 미혼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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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생활균형과 이직의도

일-생활균형과 관련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조직 차원에서 비용

과 노력을 들여 도입한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

로 조직 구성원에게 효과를 미치는지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조직행태 연구들은 개인과 집단 및 조직

의 분석 수준에서 직장생활의 질과 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 중에서도 조

직행태 측면에서 조직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 내외적으로 조직구성원이 겪

게 되는 삶의 질 차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이윤

경, 2009).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과 가정의 균형의 개념을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확장시켜 일-생활 갈등의 감소와 일-생활 비옥화

의 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여러 직무특성에 주목하

는 연구경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김주엽,2008). 

과거 일-생활 균형 관련 연구들은 주요 종속변수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 등의 변수들을 사용해왔다. 직무만족은 일

반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하여 그동안 조직의 유효성을 평가하

는 주요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구성원의 이직의도 또한 종속변수로서 사용

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조직구성원을 조직의 성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자원으로 인식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구성원의 이직행위는 조직

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구성원의 이직의도는 실제 이

들의 이직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게 하는 선행변수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직 행위의 대체 개념으로 

이직의도 변수를 많이 사용(Brown & perterson, 1993; Me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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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1984; 김주엽 외,2011)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일-가정 

갈등 또는 일-가정 양립, 일-생활균형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이직의도는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더불어 주요 종속변수로 사용되

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생활균형 정책

이 조절변수로서 근로환경과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일-생활균형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일-생활균형’의 개념과 관련하여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한 연구의 수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이

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는 그 수가 매우 적다. 일-생활균

형은 대부분의 연구는 ‘가족친화제도’ 또는 ‘가족친화정책’을 주제

로 연구되어 왔으며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의 영향변수로서 연구되어왔다. 따라서 이 자체를 조절변수로 설

정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일-생활균형정책, 가족친화제도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별

도의 조절변수를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표 3]

과 같다. 다음으로 일-생활균형정책,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문화 

등 일-생활균형과 관련된 변수를 조절변수로 하는 선행연구는 다음 

[표 4]와 같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생활균형정책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생활균형의 하

위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가족친화정책, 가족친화제도 등이 직무

만족 및 조직몰입 등의 선행변수 또는 타 변수와의 관계에서 조절

변수로 활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생활균형 관련 정

책 및 제도들이 독립 및 조절변수로 연구되어 왔다는 점과 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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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일-생활균형의 종속변수로 연구되어왔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로환경과 이직의도와의 영향관계에서 일-생활균형정

책이 가지는 조절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

다. 

가설 3-1: 일-생활균형정책은 직무자율성과 이직의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3-2: 일-생활균형정책은 업무량과 이직의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 3-3: 일-생활균형정책은 협업/의사소통과 이직의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3-4: 일-생활균형정책은 상사지원과 이직의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3-5: 일-생활균형정책은 의사결정과 이직의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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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대상 
및 

표본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조절효과 조절
변수

최진욱,

노종호

(2019)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2,070

명

일과 삶 

균형

정책

조직

몰입

§ 탄력근무제 및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상사지원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상사지원이 두 변수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짐

§ 재택근무제, 육아휴직제 만족도, 선택형 

복지제도 구성의 적절성, 휴가제도 사용의 

용이성 등과 상사지원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함

상사지원

우주연,

곽연준

(2018)

국내 

기업 

기혼 

직장인, 

69명

일-가정

균형

만족

육아

휴직

제도 

사용

의도

§ 가정친화적 조직지원인식은 육아휴직제도 

사용의도를 높이는 긍정적 결과 촉진

§ 가정친화적 상사지원인식이 일-가정균형만족과 

가정친화적 조직지원인식을 조절하는 효과 

가짐

가정 

친화적 

상사인식

(조절변수),

조직지원

인식

(매개변수)

김영조,

이유진

(2015)

여성

근로자,

276명

가족

친화

제도

경력

몰입, 

이직

의도

§ 가족친화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경렵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춤

§ 상사 및 가족의 지원은 경력몰입에 직접적인 

정(+)의 효과를 가짐

§ 동료의 지원은 가족친화적제도와 이직의도 간 

조절효과를 가짐

사회적

지원

김화연 

등

(2015)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종사자

가족

친화

제도

일-가정 

갈등

§ 가족친화제도는 여성근로자의 일 초래 갈등 

완화

§ 남편의 도구적 지지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일 초래 갈등 관계 조절

가정지지

[표 3] 일-생활균형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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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및 표본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조절효과 조절
변수

이형우,

이동영

(2019)

미 연방정부 

공무원, 

275,341명

성과

관리

업무

노력

§ 성과관리가 업무노력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워라밸에 의해 약화됨

§ 연령이 증가할수록 워라밸의 조절효과도 증가함

§ 남성보다 여성이 워라밸의 조절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생활

균형

(워라밸)

김종관, 

이윤경

(2009)

부산,울산,경남 

기업체

(149개)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151명)

업무구조

(업무효율성

, 업무량), 

조직문화, 

WLB제도

조직유효성

(조직몰입, 

이직의도, 

스트레스)

§ 일-생활균형은 업무효율성과 조직유효성을 

매개할 것이다.(부분채택)

§ 일-생활균형은 업무량과 조직유효성을 매개할 

것이다.(채택)

§ 일-생활균형은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을 매개할 

것이다.(채택)

§ 일-생활균형은 제도적지원과 조직유효성을 

매개할 것이다.(부분채택)

일-생활

균형의

매개효과

한서영

(2018)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이공

계대학 제외), 

2,939개

여성

과학인수 

비율

특허건수, 

과제 수

§ 조직 내 가족친화제도 운영개수는 역의 U자형 

관계를 가진 여성과학기술인 비율과 과제 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 조직 내 가족친화제도 운영 개수는 역의 U자형 

관계를 가진 여성과학기술인 비율과 특허 건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족

친화제도

김은주, 

한인수

(2015)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응답자, 

750명

일-가정

갈등, 

일-가정

충실화

직무만족, 

조직몰입

§ 일-가정갈등과 직무만족과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원적 조직문화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 일-가정갈등과 조직몰입과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원적 조직문화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기각)

§ 일-가정충실화와 직무만족과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족지원 

조직문화

이은정

(2016)

여성가족

패널조사 

응답자, 

2,199명

급여수준, 

급여만족도, 

개인발전

가능성, 

성과인정, 

참여적 

의사결정 등

직무만족

§ 가족친화제공정도는 급여수준, 급여만족, 

근로시간 만족과 직무만족도 간 관계에서 

부(-)의 조절효과를 보이며, 동료관계 

만족도에서는 정(+)의 조절효과를 보임

§ 가족친화제도 활용정도는 급여수준, 급여만족, 

근로시간 만족과 직무만족도 간 관계에서 

부(-)의 조절효과를 보이며, 동료관계 

만족도에서는 정(+)의 조절효과를 보임 

가족

친화제도

최수찬, 

김종성

(2016)

중소기업 

근로자,

144명

직장-가정 

갈등
직무만족

§ 직장-가정갈등을 경험하는 중소기업 

기혼근로자들은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이용할수록 

직무만족도 저하를 낮출 수 있다.

§ 가적-직장갈등을 경험하는 중소기업 

기혼근로자들은 가족친화제도 이용 수준과 

상관없이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왔다. 

가족

친화제도

강혜련,

임정희

(2000)

국내기업 

기혼여성,

204명

직장-가정

갈등,

시간근거

갈등,

긴장근거

갈등

경력몰입

§ 시간근거 갈등 및 긴장근거 갈등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경력몰입이 낮아짐

§ 개인의 성취동기 수준에 의해 시간근거 및 

긴장근거 갈등과 경력몰입 관계가 조절됨

§ 가족친화적복지제도의 시행정도에 따라 시간근거 

및 긴장근거 갈등과 경력몰입 관계가 조절됨

가족

친화제도

및 

개인의 

성취동기

이지선,

최영훈

(2013)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근로자, 

316명

직장-가정

갈등
직무만족

§ 직장 가정 간 갈등과 가정 직장 간 갈등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

§ 직장가정갈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복리후생제도가 가정직장 간 갈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복리후생

제도

[표 4] 일-생활균형의 조절효과 (조절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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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문제

1.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근무환경에 해당하는 직무특성

과 대인적 환경특성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되,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자 일-생활균형정책의 조절

효과가 개인의 혼인상태와 자녀유무 등 개개인의 상황(가족형태)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집단별 검증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하

에서는 공무원의 일과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후생복지제도와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에 대한 개

인의 만족도 및 활용여부에 따라 각 정책이 근로환경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해당 정책이 적실

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해당 검증을 통하여 향

후 정부에서 공무원의 조직 이탈 방지를 위한 일-생활균형정책을 

제공하고 그 사용을 유도하는데 정책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

는 연구가설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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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모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공무원의 근로환경과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를 분석

하기 위해 관련 이론들을 고찰하고, 이론에서 제시된 각각의 변수

들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일-생활균형정책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근로환경

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가설 1 직무특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직무자율성이 높아질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1-2 업무량이 많아질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대인적 환경특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협업/의사소통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2-2 상사지원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2-3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3 일-생활균형정책은 근로환경요인과 이직의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1 일-생활균형정책은 직무자율성과 이직의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3-2 일-생활균형정책은 업무량과 이직의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3-3 일-생활균형정책은 협업/의사소통과 이직의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3-4 일-생활균형정책은 상사지원과 이직의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3-5 일-생활균형정책은 의사결정과 이직의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표 5]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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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 실시한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행정연구원 사

회조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11년부터 

중앙 및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

한 제반사항들을 업무환경, 임용 및 보직관리, 능력발전 및 역량계

발 비원, 조직관리, 조직구성원의 동기, 태도 및 행동 등 5개 영역

으로 구성하여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시기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이며 

조사는 중앙부처(31.6%) 및 광역자치단체(68.4%)에 속해 있는 

일반직 공무원 총 4,000명(중앙부처 2,000명 및 광역자치단체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는 [표 

6]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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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본수

(명)

백분율

(%)
구분

표본수

(명)

백분율

(%)

합계 4,000 100.0 합계 4,000 100.0

기관

유형

중앙부처 1,263 31.6

재직

기간

5년 이하 629 15.7

광역자치단체 2,737 68.4 6년~10년 552 13.8

성별
남자 2,573 64.3 11년~15년 768 19.2

여자 1,427 35.7 16년~20년 481 12.0

연령

20대 276 6.9 21년~25년 585 14.6

30대 1,126 28.2 26년 이상 985 24.6

40대 1,558 38.9
채용

유형

공개경쟁 3,359 84.0

50대 이상 1,040 26.0 경력경쟁 434 10.8

학력

고졸이하 158 4.0 기타 208 5.2

전문대 졸업 295 7.4

직급

1~4급 307 7.7

대학(4년제) 2,663 66.6 5급 872 21.8

대학원 석사 

졸업
733 19.3 6~7급 2,383 59.6

대학원 박사 

졸업
111 2.8 8~9급 438 11.0

주: 표본 수는 최종가중치를 통하여 보정된 가중치 적용결과이며, 백분율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4)

[표 6] 표본의 특성

3. 주요 변수의 조작적정의

1) 독립변수 : 직무특성 및 대인적 관계특성

독립변수의 측정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의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1번(업무량), 4번(업무자율성), 19번(리더

십), 21번(의사결정), 23번(협업/의사소통) 문항을 활용하였다. 

‘업무량’5)과 ‘업무자율성(직무자율성)’은 직무특성과 관련한 문항

4) 한국행정연구원(2018), 2018 공직생활실태조사.

5) 업무량의 하위 문항은 [표 6]에 정리하였으며, ‘매우 적은 수준이다’부터 ‘매우 많은 

수준이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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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

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협업/의사소통‘, ‘상사지원‘, ‘의사결정’은 대인적 관계특성과 

관련한 문항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상사지원’의 경우 최진욱, 노종

호)(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19번(리더십)의 항목의 문항 중 부

하직원을 위한 상관의 미래비전 제시, 상관의 동기부여, 문제해결

을 위한 상관의 시각제시 등의 네 가지 하위 문항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각 문항 별 하위문항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구분 문항 하위문항

직무

특성

직무

자율성

1) 나는 업무수행 방식/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2) 나는 업무수행 속도/마감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3) 나는 업무수행 평가지표/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업무량 1) 귀하께서는 평소 업무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인적

관계

특성

협업

/의사소통

1) 우리 기관에서는 업무상 협조가 필요한 경우 부서 간 협업이 
   대체로 원활하다. 

2) 우리 기관에서는 부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하 간(수직적)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3) 우리 기관에서는 부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 간(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상사지원

1) 나의 상사는 내가 미래에 지향해야 할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 준다.

2) 나의 상사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3) 나의 상사는 내가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4) 나의 상사는 내 자신을 스스로 개발해 나가도록 도와준다.

의사결정

1) 우리 기관에서는 공정한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2) 우리 기관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한다. 

3) 우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4) 우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대해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표 7] 독립변수 하위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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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 이직의도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공무원의 이직의도로, 

분석을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의 「2018년 공직생

활실태조사」의 37번 문항을 활용하였다. 설문에서 이직의도는 기

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

다. 해당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로 구성되었다. 

구분 하위문항

이직의도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 

[표 8] 종속변수 하위문항

3) 조절변수 : 일-생활 균형 정책

조절변수의 측정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의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의 10번, 11번 문항6)을 활용하였다. 10번 문

항은 후생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묻고 있으며, 11번 문항은 가족친

화적 근무제도 활용 경험여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설문을 구성하

였다.

6) 후생복지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항목은 활용 경험여부에 응답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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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변

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성별, 연령, 직급, 학력, 근무

시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성별, 연령, 직급은 가변수로 전환

하여 분석하고, 근무시간(총 근무시간 및 시간 외 근무시간)은 원 

데이터(raw data)의 코딩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변수들의 설

문항목 측정방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구분 문항 하위문항

일-생활

균형정책

후생
복지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은 실제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는 민간기업(대기업체 수준)과 비교할 때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나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제도

활용 경험 여부 (있다, 없다)직장 내 
보육시설

유연
근무제

[표 9] 조절변수 하위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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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변수 측정

독립

변수

직무

특성

직무자율성 3개요인 합산평균, 5=매우 그렇다.

업무량 1=매우 적은 수준이다. 5=매우 많은 수준이다. 

대인적

환경 

특성

협업/

의사소통
협업/의사소통(3개요인) 합산평균, 5=매우 그렇다.

상사지원 리더십(4개요인) 합산평균, 5=매우 그렇다.

의사결정 의사결정(4개요인) 합산평균, 5=매우 그렇다.

통제

변수

인구

통계

성별 더미변수화 (1=남성, 0=여성)

연령 1=20대, 2=30대, 3=40대, 4=50대 이상

직급(현재) 더미변수화 (1=5급이상, 0=6급이하)

총 근무시간

(1주일 평균)

1= 35시간 미만 ,2= 35~40시간 미만 , 3= 40~45시간 미만,

4= 45~50시간 미만, 5= 50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시간

(1주일 평균)

1= 정시퇴근(없음 , 2= 5시간 미만, 3= 5~10시간 미만, 

4= 10~15시간 미만, 5= 15시간 이상 

종속

변수

이직

의도
이직의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조절

변수

일-

생활

균형

후생복지 3개요인 합산평균, 5=매우 그렇다.

육아휴직제도

각 제도 활용여부 더미변수화

(1=있음, 0=없음)
직장 내 
보육시설

유연근무제

구분

혼인

상태
혼인상태

더미변수화 

(1= 배우자있음,사별,이혼, 0=미혼)
미혼무자녀(1)

미혼유자녀(2)

기혼무자녀(3)

기혼유자녀(4)

자녀

유무
자녀유무

자녀의 수 더미변수화 

(1=1명 이상~5명 이하,  0=없음)

[표 10] 설문항목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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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실증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 복수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독

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타당성(validity)과 신뢰도(reliability)를 검

증하였다. 우선 타당성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실행함에 있어 요

인추출은 주성분분석, 요인회전은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고, 고

유값(eigen value)은 1이상,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0.5 이

상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측정한 

17개 문항이 5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고유값과 요인적재량 모

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적 환경 특성

의 구성요소인 협업/의사소통, 상사지원과 의사결정은 개별 설문항

목들이 요인적재량을 충족시켜 하나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후생복지의 설문항목 중 ‘후생복지3‘의 경

우 요인적재량(.345)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항

목은 분석에서 제외시킨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변수의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신뢰성계수

(Cronbach’s Alpha)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각 변수의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신뢰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KMO(Kaiser-Meyer-Olken)값이 0.934로 나타나 KMO

의 기준치인 0.5 이상을 충족시켜 요인분석을 위한 적절한 수준으

로 판단되며, Bartlett 구형성 검정값(42518.647, p=.000)의 p- 

value도 0.05 이하로 나타나 이 값이 결정요인들 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사용에 적합한 요인분석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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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수
설문문항

요인적재량 Cronbach’s 

Alpha
1 2 3 4 5

직무

자율성

업무자율성1 .228 .207 .745 .128 .002

0.785업무자율성2 .079 .054 .842 .131 .107

업무자율성3 .092 .226 .776 .037 .121

협업/

의사

소통

협업/의사소통1 .189 .317 .121 .768 .120

0.853협업/의사소통2 .291 .408 .173 .687 .102

협업/의사소통3 .240 .257 .169 .795 .099

상사

지원

리더십3 .816 .284 .148 .162 .092

0.935
리더십4 .850 .260 .165 .186 .094

리더십5 .851 .235 .129 .210 .097

리더십6 .828 .244 .195 .192 .107

의사

결정

의사결정1 .343 .699 .186 .303 .104

0.905의사결정2 .287 .782 .165 .235 .141

의사결정3 .255 .804 .152 .224 .130

후생

복지

후생복지1 .120 .079 .147 .219 .800

0.625후생복지2 .079 .194 .106 -.018 .848

후생복지3 .244 .018 .485 .208 .345

고유값(eigen value) 3.447 3.082 2.418 2.234 1.623

KMO= .934, Batlett 구형성 검정= 42518.647 (df=120, p=.000) 

[표 11] 측정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기초통계량 및 상관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분석결과

[표 12]는 혼인상태 및 자녀유무에 따른 집단별 기초통계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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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먼저,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평균값이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2.84로 “보통(3.0)”보다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룹별로 확인해보면 이 중 미혼무자녀의 평균 이

직의도 3.03으로 가장 높은 반면, 기혼유자녀의 경우 2.77로 상대

적으로 가장 낮은 이직의도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직무특성에 있어 

업무자율성은 전체평균 3.04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

량은 전체평균 3.71로 응답자 대부분이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많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적 환경특성

과 관련하여 협업/의사소통의 경우 기혼유자녀 그룹(3.23)의 경우 

기관 내 부서 간 소통이 상대적으로 더 원활하다고 인식하고 있었

으며, 미혼유자녀와 기혼무자녀 그룹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사지원은 3.23 수준으로 대부분

의 응답자가 상사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 중 기혼유자녀가 3.25로 상사지원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혼유자녀 응답자가 3.06, 미혼유자녀 응답자가 2.73

으로 응답자 간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통계량 분석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일-생활균형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및 활용정도였다. 후생복지의 경우 전체평균 

2.79로 응답자 대부분이 맞춤형 복지제도, 자유로운 휴가(연가)사

용 등 후생복지 제도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활용 경험에 대한 응답에는 육아

휴직제도와 직장 내 보육시설 활용경험과 관련해서 기혼유자녀의 

경우가 예상한대로 응답평균이 높게 나왔으나 전체평균이 0.15, 

0.19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중 응답자들

이 가장 많은 활용도를 보인 것은 유연근무제로 전체평균 0.58로 

타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기혼유자녀 그룹이 가장 많이 제도를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유효 표본 수(N)는 각각 미혼무자녀가 793, 미혼유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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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1, 기혼무자녀가 286, 기혼유자녀가 2,860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혼유자녀 그룹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미혼유자녀 그룹의 표본을 미혼무자녀 표본과 합쳐 ‘미혼’ 

표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분 및 변수 미혼무자녀 미혼유자녀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전체

이직의도
3.03

(1.08)
2.78

(1.36)
2.97

(1.05)
2.77

(1.03)
2.84

(1.05)

직무

특성

직무자율성 2.92
(0.70)

3.06
(0.70)

2,93
(0.63)

3.08
(0.70)

3.04
(0.70)

업무량 3.61
(0.76)

3.83
(0.80)

3.80
(0.73)

3.73
(0.71)

3.71
(0.73)

대인적

환경

특성

협업/

의사소통

3.14
(0.75)

3.02
(0.88)

3.04
(0.68)

3.23
(0.73)

3.19
(0.74)

상사지원 3.17
(0.85)

2.85
(1.00)

3.10
(0.80)

3.25
(0.83)

3.23
(0.83)

의사결정 2.94
(0.79)

2.73
(0.87)

2.86
(0.72)

3.06
(0.76)

3.02
(0.77)

일-

생활

균형

정책

후생복지
2.81

(.078)
2.76

(0.71)
2.64

(0.78)
2.81

(0.75)
2.79

(0.76)

육아

휴직제도

0.00
(0.53)

0.04
(0.21)

0.10
(0.30)

0.20
(0.40)

0.15
(0.36)

직장 내

보육시설

0.00
(0.00)

0.17
(0.38)

0.00
(0.00)

0.26
(0.44)

0.19
(0.39)

유연

근무제

0.51
(0.49)

0.55
(0.50)

0.52
(0.50)

0.60
(0.48)

0.58
(0.49)

유효 N값 793 61 286 2,860 4,000

[표 12] 주요 변수 그룹별 기초통계량 (평균 값(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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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13]는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변

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와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p≤0.01)를 보여주었지만 업무량은 유일하게 .140으로 

정(+)의 상관관계(p≤0.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

의 경우, 후생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

들 간의 관계에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만한 

수준(r>0.70)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회귀분석과정에서

는 VIF값을 통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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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이직의도, 2.직무자율성, 3.업무량, 4.상사지원, 5.의사결정, 6.협업/의사소통, 7.후생복지, 8.육아휴직제, 9.직장 내 보육시설, 10.유연근

무제, 11.배우자유무, 12.자녀유무 (*.p≤0.05, **.p≤0.01)

변수7) 이직의도 자율성 업무량 상사지원 의사결정
협업/

의사소통 후생복지
육아

휴직제
직장 내
보육시설

유연
근무제 혼인상태 자녀유무

1 1

2 -.184** 1

3 .140** -.184** 1

4 -.189** .402** -.025 1

5 -.178** .425** .041** .635** 1

6 -.187** .402* -.071** .576* .697** 1

7 -.180** .311** -.170** .301** .349** .332** 1

8 -.016 .012 -.045** -.001 .011 -.012 .037* 1

9 -.022 .026 -.077 .034* .044** .030 .041** .455** 1

10 -.017 .075** .025 .056** .049** .053** -.021 .205** .218** 1

11 -.086** .079** .064** .047** .062** .042** -.007 .218** .238** .064** 1

12 -.102** .100** .046** .052** .077** .064** .024 .216** .297** .074** .774* 1

[표 1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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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귀분석 결과

1. 근로환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이 가족형태(혼인상태 및 자녀유무)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

고 가정했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집단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8)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14]에 정리한 실증분석결과는 크게 전체 구

성원을 대상으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1]

과 영향요인별 일-생활균형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집단별로 분석한 

[모형2]부터 [모형6]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집단은 응답자의 가

족 구성 상황에 따라 미혼(미혼무자녀, 미혼유자녀)인 경우, 기혼

자이나 아이가 없는 경우(기혼무자녀), 기혼자이며 아이가 있는 경

우(기혼유자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

는 R-squared 값은 0.061~0.088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9)

[모형1]의 표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

유자녀의 집단별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전체 조직구성원을 표본으

로 하여 독립변수인 근로환경요인들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조직구성원의 성별, 연령, 직급, 총 근무시

간, 시간 외 근무시간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직무특성 

중 직무자율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B=-.117, p<0.01)을, 

8) 혼인상태 및 자녀유무에 따른 그룹 간 비교의 실익을 알아보고자 오민지, 김태희

(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혼인상태

(F=29.869, p<0.05) 및 자녀유무(F=41.748, p<0.05)에 따라 그룹 간 유의미한 이직의도

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그룹 간 비교의 실익이 있다고 본다. 

9) 본 연구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uared 값이 낮은 이유는 노종호, 최진욱(2018)의 연

구와 같이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설명하는 다른 주요 변수

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직무특성과 대인적 환경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기존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변수들은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모형애서 낮은 R-Squared 값이 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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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B=.12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1>과 <가설1-2>가 모두 채택되므로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자율성은 이직의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업무량은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이는 곧 공무원들의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반면, 업무량이 많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대인적 환경특성은 의사결정을 제외하고 협업/의사소통과 

상사지원 모두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협업/의사소통 B=-.088, 

p<0.01, 상사지원 B=-.10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가설 2>는 <가설 2-3>이 기각

됨에 따라 부분 채택된다. 

이직의도에 대한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실증분석에 포함

된 5개의 통제변수 중에서 연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이직의도에 부(-)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 결과(Kellough & Osuna,1995; Lewis, 1991; 노

종호,최진욱, 2018)를 지지하는 것이며, 성별과 직급이 이직의도

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노종호,최진욱,2018). 

2. 일-생활균형정책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근로환경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

니라 일-생활균형정책이 가지는 조절효과 여부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일-생활균형정책 중 육아보육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육아휴

직제도와 직장 내 보육시설 정책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혹은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 정책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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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다는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상대적으로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기혼자의 경우 기혼유자

녀 집단에 비해 제도 활용률이 낮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

다. 이는 앞선 [표12]의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미혼 및 기혼무자

녀 집단에서 해당 정책의 활용빈도 평균값이 낮게 나온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혼 유자녀 집단의 경우 응답자의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해당 정책의 활용도 및 전체 분석에서 유

의미한 통계량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VIF값을 

통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였을 때 그 값이 10이상 나오는 상

호작용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집단별, 그리고 일

-생활균형정책의 각 제도별로 그 유형을 세분화하여 유형화 된 각 

집단에 어떠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

기에 모든 집단에 각 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절효과의 가설의 채택 및 기각 여부는 조절변수

에 해당하는 네 가지 일-생활균형정책이 앞서 분류한 미혼, 기혼유

자녀, 기혼무자녀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모형

2]부터 [모형6]의 조절효과 모형에서 모든 그룹에 대한 정책의 조

절효과가 확인될 경우 해당 모형의 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조절효과의 분석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모형2]에서 직무자율성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일-생활

균형정책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일-생활균형정책 중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만 기혼유자녀 그룹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B=.21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자율성

이 육아휴직제의 활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후생복지제도와 유연근무제는 세 집단 모두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하나의 집단(기혼유자녀)과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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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육아휴직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고, 이

직의도를 낮출 것이라는 가설 또한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1>은 기각되었다. 

[모형3]은 업무량과 이직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일-생활균형

의 조절효과를 보여준다. [표 13]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업무량과 

일-생활균형 간 모든 상호작용항은 모든 집단의 이직의도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관계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 3-2>는 기각되었다. 

[모형4]에서는 협업/의사소통과 이직의도 간 일-생활균형의 조

절효과를 보여준다. 다른 독립변수 요인들과 달리 협업/의사소통 

변수는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집단의 경우 유연근무제(B=-.239, 

p<0.05), 기혼무자녀 집단의 경우 육아휴직제(B=-.419, p<0.1)

를 통해서, 기혼유자녀 집단의 경우 후생복지(B=.045, p<0.1)와

의 상호작용항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기혼유자녀 집단의 경우 후생복지제도가 이직의도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보육시설 활용에 대한 측정은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미혼, 기혼

무자녀 집단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각 집단에서 각기 다

른 일-생활균형정책이 협업/의사소통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직의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으

로 <가설3-3>은 채택되었다. 

[모형 5]는 상사지원과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서 일-생활균형

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사지원 요인 역시 업무량 요인과 

마찬가지로 각 집단별 일-생활균형정책과의 상호작용항이 이직의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4>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6]은 의사결정과 이직의도 간 일-생활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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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를 보여주는데, 의사결정과 후생복지제도의 상호작용항이 

기혼유자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정(+)의 효과(B=.042, p<0.1)

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2-2>가 기각되

었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집단별 분석 결과, 전

체 공무원 집단과 달리, 의사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후생복

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혼유자녀 집단의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관계가 타 집단에게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후생복지제도를 제외한 다

른 정책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

서 <가설 3-5>는 기각되었다. 

위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환경과 이직의도 간의 영향

관계 및 일-생활균형의 조절효과의 가설 검증 결과를 표로 나타내

면 아래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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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전체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

독립

변수

직무

특성

직무자율성(A) -.117*** -116 -.326 -.120* -.002 -.154 -.108***

업무량(B) .127*** .149** .276*** .118*** .189 .389* .148**

대인적

환경

특성

협업/의사소통(C) -.088** -.148 .107 -.087** -.147** .111 -.087**

상사지원(D) -.106*** -.073 -.199* -.105*** -.076 -.197** -.105***

의사결정(E) -.035 -.195* -.135 -.020 -.198** -.140 -.020

조절

변수

A * 후생복지 .047 .079 .005

A * 육아휴직 - .069 .213***

A * 보육시설 - - .476

A * 유연근무 .003 -.027 .037

B * 후생복지 -.016 -.057 -.013

B * 육아휴직 - -.245 -.068

B * 보육시설 - - -.080

B * 유연근무 -.048 -.245 -.014

통제

변수

성별 .161 -.037 -.149 .152*** -.042 -.165 .152***

연령 -.175*** -.152*** -.278*** -.173*** -.150*** -.278*** -.173***

직급 .021 .059 -.128 .010 .058 -.122 .010

총 근무시간 .021 .016 -.150** .001 .019 -.157** .001

시간 외 근무시간 .020 -.032 .066 .021 -.032 .064 .021

N 4,000 854 286 2,860 854 286 2,860

R-squared .088 0.69 .123 .053 .071 .141 .069

F 34.943*** 5.759*** 3.860*** 20.321*** 3.962*** 2.769*** 12.228***

주: 미혼, 기혼무자녀 집단의 경우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육아보육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제도와 직장 내 보육시설활용에 대한 것으로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표본의 크기가 작아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확인하는데 있어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기에 원 데이터 그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p<0.01, **p<0.05, *p<0.1

[표 14] 근로환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직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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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4 모형5 모형6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

독립

변수

직무

특성

직무자율성(A) -.004 -.151 -.108*** -.004 -.153 -.109*** -.004 -.152 -.109***

업무량(B) .152*** .267*** .118*** .153*** .274*** .117*** .152*** .277*** .117***

대인적

환경

특성

협업/의사소통(C) -.147** .107 -.088** -.148** .100 -.089** -.024 -.044 -.190***

상사지원(D) -.028 -.168 -.175*** -.762 -.190** -.104*** -.075 -.189** -.103***

의사결정(E) -.197*** -.134 -.022 -.139 -.212 -.114* -.198*** -.144 -.022

조절

변수

C * 후생복지 -.053 .074 .045*

C * 육아휴직 - -.419* .012

C * 보육시설 - - .020

C * 유연근무 -.239** .176 .029

D * 후생복지 -.020 -.010 .032

D * 육아휴직 - -.150 .082

D * 보육시설 - - .083

D * 유연근무 -.001 -.061 .030

E * 후생복지 -.004 .039 .042*

E * 육아휴직 - -.115 -.019

E * 보육시설 - - .005

E * 유연근무 -.151 .197 -.011

통제변수

성별 -.035 -.166 .151*** -.036 -.155 .149*** -.034 -.161 .150***

연령 -.152*** -.279*** -.173*** -.153*** -.283*** -.172*** -.152*** -.278*** -.172***

직급 .057 -.110 .009 .059 -.119 .009 .059 -.120 .009

총 근무시간 .014 -.157** .002 .015 -.155** .001 .015 -.154** .002

시간외근무시간 -.031 .065 .021 -.032 .067 .020 -.032 .063 .021

N 854 286 2,860 854 286 2,860 854 286 2,860

R-squared .107 .182 .069 .077 .134 .052 .082 .143 .069

F 5.160*** 2.954*** 9.848*** 8.220*** 5.350*** 20.683*** 6.374*** 4.162*** 11.851***

주: 미혼, 기혼무자녀 집단의 경우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일-생활균형정책 중 육아보육지원에 해당하는 육아휴
직제도와 직장 내 보육시설활용에 대한 것으로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표본의 크기가 작아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확인하는데 있어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
는데 주 목적이 있기에 원 데이터 그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p<0.01, **p<0.05, *p<0.1

[표 15] 근로환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대인적 환경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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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요약 및 해석

본 연구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

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과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일-생활균형정책이 가지는 조절효과에 

대해 집단별 상대적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

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의 비율은 남성이 64.3%, 여

성이 35.7%로 남성이 약 1.8배 더 많았다. 연령은 중장년층

(40~50대 이상) 비율(약 65%)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부

분이 대학교를 졸업(66.6%)하였고, 직급은 6급 이하 비율이 약 

70%로 가장 높았다. 

가설 검증결과

가설1 직무특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1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1-2 업무량이 많아질수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2 대인적 환경특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2-1 협업/의사소통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2-2 상사지원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2-3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3 일-생활균형정책은 근로환경요인과 이직의도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3-1 일-생활균형정책은 직무자율성과 이직의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각

가설3-2 일-생활균형정책은 업무량과 이직의도 간 정(+)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기각

가설3-3 일-생활균형정책은 협업/의사소통과 이직의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채택

가설3-4 일-생활균형정책은 상사지원과 이직의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각

가설3-5 일-생활균형정책은 의사결정과 이직의도 간 부(-)의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각

[표 16] 가설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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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근로환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로환경요인 중 

의사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모두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중 직무자율

성, 협업/의사소통, 상사지원은 모두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조직 내 협

업 및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상사지원에 대한 인

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

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나타났던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이

직의도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Kim & Stoner,2008; 정원식, 정한

식, 2013)와 조직 내에서 협업/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수록, 그리고 상사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가 감

소한다는 선행연구(김영희, 조숙영,2019; 손현미, 성경미,2017; 

이용호, 권중생, 2017; 우주연, 곽원준, 2018) 결과와 맥락을 같

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업무량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인식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정서적 탈진이 이직욕구를 증대시킨다는 선행연구

의 결과를 지지한다(공계순, 2005; 권용수, 2006).  

셋째, 근로환경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일-생화균형정책이 조

절효과를 가지는지 집단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협업/의사

소통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일-생활균형정책의 조절효과만이 유

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협업/의사소통은 미혼 집단의 경우 유연근무제가, 기혼유자녀 집단

의 경우 육아휴직제도가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기혼유자녀 집단의 경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활용이 이와 반대

로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업무량과 

상사지원은 어느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발견되지 못하

였으며 직무자율성 및 의사결정참여와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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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기혼유자녀 집단의 경우 정(+)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기혼유자녀 집단의 경우 후생복지제도에 만족할

수록 직무자율성 및 의사결정과 이직의도 간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서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

생활균형정책이 근로환경과 이직의도 간 관계를 조절할 만큼 양적

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근로환경

에서 일-생활균형정책이 근로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만

큼 질적인 수준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

해 양적으로 보았을 때 일-생활균형 관련 정책의 수가 기혼 및 유

자녀 집단에 보다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정책이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여타 선행연구들과 달리 공무원

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직무와 관련된 요인과 사람, 즉 

대인적 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동시에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논의를 진행할 

때 어떤 한 분야의 특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흔하다. 

다시 말해 일-생활 균형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가족친화제도 또는 

일-가정 양립의 시각에서 여성 또는 기혼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남녀근로자를 종합하여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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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균형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더구나 공무원의 

경우 사회적으로 복리후생제도가 민간기업에 비해 잘 마련되어 있

다는 인식이 강해 이들의 일-생활균형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재난

안전분야, 교정직 등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생활균형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수이며, 일-생활균형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대상이

라는 점에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고, 또한 중앙부처 및 광역자지

단체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공직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무원의 가족형태(혼인상태 및 자녀유무)에 

따라 미혼(미혼유자녀, 미혼무자녀),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등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일-생활균형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일-생활균형의 조절효과

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근로환경과 이직의도 간 관계를 확인한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집단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확인함으로써 근로환경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일-생활균형의 조

절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일-생활균형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이를 위한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제될 필요성을 실

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각 집단 유

형에 따라 일-생활균형정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상이

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약 10여 년 전 도입된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제도들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확산,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 양상 등으로 인

한 기존 가족형태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사회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회경제활동을 지

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일-생활균형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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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생활균형정책의 대부분

은 가족친화정책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상

대적으로 그 활용도가 높은 편이며, 미혼 또는 1인 가구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정책을 제공하는 

조직의 문화가 조직구성원 ‘개인’이 아닌 구성원의 ‘가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다만, 한국

은 각 조직마다 그 문화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정

책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으니 추후 한국적 맥락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일-생활균형과 관련한 기본적인 연

구방향 자체가 일-가정의 양립이 아닌 개인의 일-생활 균형에 초점

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생활균형정책

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서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일-생활균형정책 모형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

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한 ‘2018 공직생활 실태조사’ 자료를 

2차 가공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문문항의 구조나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개발하거나 수정

할 수 없어 설문문항의 타당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

될 수 있다. 또한, 일-생활균형정책 항목과 관련하여 해당 설문에

서 연구자는 ‘후생복지, 가족친화제도’ 관련 항목만을 선정, 분석하

였기에 이와 관련한 질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논제인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단일한 제도와 정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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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효과를 분석 및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 측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양적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일-생활균형과 관련하여 정부조직에 도입된 정책과 제도

들을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각 제도가 유효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집단을 유형화하는데 있어 일-생활균형 관련 인구학

적 요인, 즉 혼인상태와 자녀유무가 공무원 사회의 모든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혼 유자녀 집단의 경우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재정적 독립성 여부 및 부양의무 정도가 가정마다 상이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부모 부양 여부 등도 일-생활균형 논의에 있어 각기 다

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혼 집단의 경우 배우

자의 직업유무,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다양한 결과가 예상되는 바, 

후속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하고 세분화 된 설문문항의 추가 등을 통해 적실

성 있는 정책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셋째, 일-생활균형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 분석대상 및 

조직의 유형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만을 연구 대

상으로 하여 공공조직의 근로환경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과 일-생활균형정책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아

쉬움이 있다. 향후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공공민간 비교 등 연구 

대상을 다르게 한 후속연구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환경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일-생활균형정책의 조절효과를 집단별로 확인하였다. 영향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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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근로환경은 연구마다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분석 집

단 역시 다르게 유형화 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대

상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영향요인과 근로자의 이직의도와의 관

계를 검증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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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life balance 

among the influence of working environment factors(job 

autonomy, workload, communication, supervisor’s support, 

decision making) over the turnover intentions by utilizing results 

of the survey on 4,000 public servants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divided the sample by three groups as unmarried, 

childless family and family with children. 

Analysis showed that first, working environment factors, 

except decision making, exert significant effects on turnover 

intentions. Among them, job autonomy, communication, and 

supervisor’s support showed negative effects on turnover 

intentions. But, workload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s. Second, in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we found 

that the group family with children has the negative effect on job 

autonomy with maternity leave and decision making with 

welfare. In other groups, they didn’t have any moderating effects 

with all the polic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interaction with communication, each groups showed moderating 

effects in each different polic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d empirically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environment and turnover 

intentions according to family type of public serv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affect the policy-making for 

improving working environment and reducing the turnover 

intentions by developing proper and practicable work-life balance 

policies for of public servan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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