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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초록)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조직 구성원과 조직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

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직의도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직 이탈의

측면이다. 이직의도가 곧 조직 이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이직(자발적 조직 이탈)의 선행변수 또는 대리변수

로 활용되었다. 둘째, 이직의도를 조직운영, 직무 등에 대한 불만으로 바

라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이직의도를 바라보는 양자의 해석적 관점과 상

관없이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지속되어 왔다.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직의도에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이직의도 높이는지 예측하고자 하였

다. 하지만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 분석방법, 모형에 따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다

음으로 예측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공무원 이직의도에 관한 대다수의 논

문들이 이직의도를 단순히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측적 추론 또는 예

측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현상을 잘 설명

하는 것과 예측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명과 예측

에 대한 과학 철학의 논의를 확인한 후 예측모형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

예측모형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꾸준히 언급되는 변수들을 확인한 다음, 이러한 요인들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직의도를 예측함에

있어서 이직의도를 높이는 요인을 예측할 것인지, 이직의도를 낮추는 요

인들을 예측할 것인지, 미래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 것인지, 예측력이

높은 모형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분석 대상은 중앙과 지방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데이터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2013~2016년)’ 자료와 ‘공직생활에 대한 실태조사(2017년~2018

년)’를 활용한 6년치 데이터를 활용했다.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

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모형 중 가지치기를 통해 예측력

을 극대화할 수 있는 CART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또한, 예측모형의



구축 및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 분할(data splitting)을 통한 교차검증

(cross validation)을 진행하였으며, 데이터마이닝의 한계로 지적되는 데

이터 의존성(data dependency)를 최소화하기 위해 hold-out 방법과

k-folds 방법을 통해 각각 교차검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예측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함

께 비교하여 어떠한 예측모형이 우수한 모형인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명과 예측에

관한 과학철학의 논의를 고려 한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공무원의 이직의도

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예측모형을 도출하여 공무원 이직의도를 야기하는 중요한 변수들을 확인

하였다. 특히,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각각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들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예측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모형의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에서 램덤하

게 데이터 분할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래시점에 대한 예측을 위해 2013

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2018년 데이터 내에서 모형의 예측

력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유사한 과거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

어 있다면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계열

적 안정성에 대한 가정을 테스트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데이

터 측면에서 다년도 자료(6년치)를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교차검증을 통

해 보다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본 연구는 데이터 분할의 문제를 고려하여 hold-out 교차검증과

k-folds 교차검증을 진행하였다. 각 교차검증 수행하여 최종 도출된 의사

결정나무 모형에 대하여 모형의 과적합여부와 예측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비교하여 우수한 모형에 대해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공무원, 이직의도, 의사결정나무, 예측모형, 설명과 
예측, 데이터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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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오늘날 극심한 취업난, 경기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선호됨

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선호는 증대되고 있다. 공무원의 이러한 인기는

정년 보장, 우수한 복지환경, 퇴직 이후 연금 수령 등 공직의 다양한 요

소들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1). 그럼에도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서울특별시 일반행정직군 중 입직 3년 이내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2). 따라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직한

공무원들이 조직 이탈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직 이탈을

결정하기 전의 선행변수로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6년간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13-2018)’와 결과, ‘나는 기회가 있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라는 설

문 문항에 긍정적 대답을 한 응답은 2013년 26.68%, 2014년 26.41%,

2015년 25.10%, 2016년 28.60%, 2017년 29.06%, 2018년 29.80%로 나타났

다. 즉, 응답한 공무원의 1/4 이상이 이직의향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공

무원 중 적지 않은 수가 조직 이탈에 대한 충동이나 불만족을 느끼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직에 대한 선호가 강한 시점에서 실제로 공직생

활이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조직 이탈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 잡코리아가 자녀가 있는 3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녀가 가지기를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초중고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전체 응답자 중
43%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로 ‘우수한 근무환경과
복지제도(29.7%)’,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26.5%)’, ‘스트레스를 덜 받는 (2.6%)’
가 꼽혔다.

2) 서울특별시 일반행정직군 공무원 중 입직 3년 이내 퇴사자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총 432명으로, 이는 전체 서울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1.59%를 차지한다.
이는 전체 공무원 현원에 비해 미미한 수치일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32명,
2014년 54명, 2015년 138명, 2017년 127명으로 2013년에 비해 2017년의 입직 3년
이내 퇴직자 수는 4배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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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영구적으로 이탈하는 행위이다

(George & Jones, 2012). 이직의도는 이직의 선행변수 또는 대리변수로

논의되어 왔다(Allen & Meyer, 1990; Jung, 2010; Lee and Witford,

2008). Robert P. Tett & John P. Meyer(1993)에 따르면 이직의도는 조

직을 떠나고자 하는 조직 구성원의 의지(conscious and deliberate

willingness)로 구체적인 기간(예를 들어 향후 6개월) 내로 한정되어 측

정되기도 하고, 조직을 떠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 설

명되기도 한다(Mobley, Horner, & Hollingsworth, 1978). 하지만 조직 구

성원의 조직 이탈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거의 없으며, 실제 이직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직의도와 같은 대리변수

가 연구에 활용된다.

이직의도는 조직 구성원과 조직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

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Kim, S, 2005; J Kim;

2015; 고대유 외, 2015; 김정인, 2014; 노종호·최진욱, 2018; 라광현·이윤

호, 2011; 양승범, 2009; 이건·허준영, 2015; 허성욱·조일형, 2018).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이직의 선행변

수로서 이직의도를 다루는 연구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다루는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한국행정연

구원의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직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직무 만족도, 보수 및 보상, 승진영향 요인, 근

무지 변경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대유 외, 2015; 김정인,

2014; 노종호·최진욱, 2018; 라광현·이윤호, 2011; 양승범, 2009; 이건·허

준영 외, 2015; 허성욱·조일형, 2018). 그러나 각 논문마다 이직의도에 영

향을 주는 변수들이 상이할 뿐 아니라, 동일한 연도의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도 이직의도의 주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

서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으로 어떤 요인이 꾸준히 중요한지 확인이 어렵

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직 이탈 및 불만의 측면에서 조직 운영에

많은 비용을 야기하는 이직의도를 강화시키는 요인 혹은 약화시키는 요

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도에 상관없이 꾸준히 중요한 영향요인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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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 이직의 선행 및 대리변수로 그 중요성

을 가지는 이직의도를 목표변수로 하여,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직의

도에 영향을 주는 특정적인 요소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직의도

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직의도를 결정짓

는 여러 요인들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

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2013~2016년)’ 자료와 ‘공직생활에 대한 실

태조사(2017년~2018년)’를 결합한 다차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을 확인한다.

둘째, 과학적 설명과 예측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측모형

이 설명모형과는 어떠한 차별적인 역할을 하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1900년대부터 과학철학에서 설명과 예측의 유사성과 차이성에 대한 논의

들을 확인한 후 사회과학 연구에서 설명모형과 예측모형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예측모형을 구축한

다.

셋째,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을 예측하는 예측모

형을 구축한 후 연구문제를 검증한다. 이직의도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주

로 선형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모수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였

다. 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내리는 의사결정과정 속에는 불확실성과 비

선형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모

수적 접근에 한계가 존재한다(임은정·정순회, 2015). 이에 본 연구는 대

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턴 및 규칙을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데

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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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한계라고 지적되는 데이터 의존성(data

dependency)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분할 방법을 통한 교차검증을 시행한다. 교차

검증은 hold-out 방식과 cross-validation방식을 통해 각각 진행하였다.

끝으로, 구축된 예측모형을 평가한 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예측모형의 구축 및 평

가하기 위해 데이터 분할(data splitting)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분할은

학습용 데이터(training data), 검증용 데이터(validation data), 평가용 데

이터(test data)가 전체 데이터에서 각각 60%, 20%, 20%를 차지하도록

분할을 진행하였다. 예측모형의 평가에 있어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함께 비교하여 어떠한 예측모

형이 우수한 모형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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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직의도의 개념과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이직의도의 개념 및 중요성

이직의도의 개념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직의도’와 ‘이직’ 간의 차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직이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을

영구적으로 이탈하는 것(George & Jones, 2012)을 의미하는 반면, 이직

의도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이탈하고 싶어하는 인

식의 정도(Allen & Meyer, 1990)를 의미한다.

이직의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별로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크

게는 이직에 대한 대리변수 또는 선행변수(Lee and Witford, 2008 ;

Mobly, Horner, & Hollingsworth, 1978)의 측면과 조직에 대한 불만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노종호·최진욱, 2018; 고대유･강제상･김광구,

2015). 이직의도에 대한 위의 두 측면은 조직 쇠퇴의 상황에서 조직 구

성원의 행위를 이탈(exit)과 항의(voice)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Hirshman(1970)의 개념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Hirshman(1970)은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의 행위를 exit, voice,

loyalty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이탈(exit)과 항의(voice)는 조직

쇠퇴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의 반응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탈(exit)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영원히 이탈하는 행위를, 항의(voice)는 조직에 대

한 문제 또는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직의도에 대한 다양

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는 이직의도를 조직 이탈(exit)의 대리변수 또는 선

행변수로의 활용과 조직에 대한 불만 제기(voice)의 측면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표 1>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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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이직의도는 조직 이탈의 측면과 불만의 측면에

서 이해될 수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서든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즉, 이직의도는 조직 이탈(exit) 또는 자발적 이직(voluntary

turnover)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조직 및 업무에 대한 항의(voice)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두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직의도는 조직 이탈(exit)의 선행변수 또는 대리변수로써

중요하다. 조직 구성원의 강한 이직의도는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 이탈을

고민하게 하고 실제 이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직의도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직의도가 조직 구성원의 조직 이

탈 행위의 강력한 선행요인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Jung, 2010; 허성

욱·조일형, 2018)에서 이직의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Pitts et al., 2011; 노종호·최진욱, 2018; 허성욱·조일형, 2018)

둘째, 이직의도는 조직에 대한 불만(voice)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직의도는 업무 및 직무에 대한 불만,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 사

기 저하 또는 의욕상실 등의 대표 변수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조

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직의도에 조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voice적 측면에서 이직의도를 다룸으로써 조직 불만족

저하 및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큰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대유･강

제상･김광구, 2015)

조직 이탈(exit)

- 이탈(exit) :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영원히 이탈하는 행위

- 이직의도는 조직 이탈 또는 자발적 이직의 대리변수 혹

은 선행변수·대리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

불만/항의(voice)

- 항의(voice) : 조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

- 이직의도는 조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활용 할

수 있음

<표 1> 이직의도에 대한 다각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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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의도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이직의도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자발적으로 떠나

려는 것(Mobley, 1977; 허성욱·조일형, 2018)을 의미하며, 이는 조직 이

탈을 위한 탐색과 이직고려 등 현 조직을 떠나기 위한 전반적 평가를 포

함한다(박윤·문상호, 2014). 공무원의 인사 및 조직관리 분야에서 이직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변수와 연계되어 수행되어 왔다(Pitts, Marvel,

Fernandez, 2011). 특히 이직의도는 조직운영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대

표적 변수로 다루어지며, 이직 행위의 강력한 선행요인으로 제시되어 왔

다(Allen & Meyer, 1990; Jung, 2010; Lee and Witford, 2008). 따라서

바람직한 조직문화 및 조직의 효과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이직의도에 대해 적극적 관리가 요구된다(Pitts et al., 2011).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특수직 공무원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직과 국가직의 일반 행정 공무원을 의미하며, 특수

직 공무원으로 대상한 연구는 경찰(또는 소방공무원), 교정 공무원, 사회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과

특수직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차이가 존재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특수직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은 다음

과 같다. 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직무탈진, 정서

적 고갈, 직무스트레스, 체념적 침묵, 조직냉소주의, 직무배태성, 방어직

침묵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신성원, 2010; 이환범·이수창, 2006;

임창호, 2016). 교정공무원(고대유･강제상･김광구, 2015; 구경렬 외, 2015;

라광현·이윤호, 2011; 박정수·진종순, 2016)과 사회복지 공무원(문영주,

2011; 성희자·권현수, 2013; 오창택, 2012; 전병주, 2014)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와 유사하게 직무 탈진, 정서적 또는 감정

적 고갈,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특수직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관해서는 직무에 관한

요소(직무스트레스, 탈진 등)와 정서적 요인(정서적 탈진, 고갈 등)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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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직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역시 직무스트레스를 포

함하여 직무만족, 근속연수, 상대적 박탈감, 공정성 등 다양한 영향 요인

들이 제시되어 왔다(강동철, 2016; 노종호·최진욱, 2018;유상엽·한승주,

2017; 윤여원, 2018; 이건·허준영, 2015; 허성욱·조일형, 2018). 선행연구에

서 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

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이다. 하지만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

한다고 하여도 연도별 또는 분석방법별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럴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16년도 자료를 활용한 노종호·최진욱(2018)의 경우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직무 자율성을 언급하였지만,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

한 박오원(2018)의 경우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직무 자율성

을 언급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연구자
(발행연도)

데이터
(분석 연도)

주요 변수 분석방법 분석결과

노종호·
최진욱
(2018)

한국행정
연구원 

‘공직생활
에 대한 

인식조사’
(2016)

독립
변수

직무만족, 직무자율성, 
직무스트레스, 업무량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 :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업무량, 
연령, 소속기관 유형, 입
직경로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 : 직
무자율성

조절
변수

직무관련 의사소통

통제
변수

소속기관, 직급, 입직
경로, 성별, 연령, 학력

박오원
(2018)

한국행정
연구원 

‘공직생활
에 대한 

인식조사’

독립
변수

일반적 인적자본, 근
속연수, 직무자율성 위계적 

회귀분석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연령, 직
무만족도, 일반 인적자
본 수준, 근속연수, 직
무자율성 

<표 2>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



- 9 -

(2016)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 : 근
속연수, 직급 

윤여원
(2018)

한국행정
연구원 

‘공직생활
에 대한 

인식조사’
(2013)

독립
변수

조직공정성, 직무스트레스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조직공정
성, 직무스트레스, 공공
봉사동기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변수 : 성
별, 연령

조절
변수

공공봉사동기

통제
변수

성별, 소속유형, 연령, 
혼인상태, 직급, 교육수
준, 근무연수

허성욱·
조일형
(2018)

한국행정
연구원 

‘공직생활
에 대한 

인식조사’
(2016)

독립
변수

상대적 박탈감(역량, 
후생복지, 보수, 부패)

서열로짓
분석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전체 공무
원 대상) : 성별, 혼인유
무, 연령, 학력, 상대적 
박탈감(업무역량, 보수, 
부정부패)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변수  : 상
대적박탈감(후생복지), 
기관유형

통제
변수

기관유형, 성별, 연령, 
학력, 혼인

김혜지 
외(2017)

한국행정
연구원 

‘공직생활
에 대한 

인식조사’
(2015, 
2016)

독립
변수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서열 
로짓분석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분배공정
성, 절차공정성, 직무만
족, 교육수준, 근속연수, 
입직경로, 직급, 성별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변수  : 공
공봉사동기, 연령, 결혼 

조절
변수

공공봉사동기

통제
변수

직무만족, 조직유형, 
교육수준, 직급, 성별, 
연령, 결혼, 근속연수, 
입직경로

유상엽·한
승주

(2017)

개방형 
직위 

임용자
대상

설문조사

독립
변수

협업곤란도, 조직몰입, 
전문가주의 순차적 

프로빗 
회귀분석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조직몰입
수준, 협업곤란도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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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는 직무 만족도, 공정성,

공공봉사동기 등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에서 분석되어 왔고, 최근에는 상

대적 박탈감과 같은 준거 집단과의 비교에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K

무만족, 공직외부임용, 
성별, 학력, 연령대

문가주의

오재동·최
상한

(2017)

경상남도 
3개 시와 

군의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독립
변수

배태성(적합성, 희생, 
연계), 시민행동(이타
성, 예의성, 시민정신, 
스포츠맨)

회귀분석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직무배태
성(직무적합성, 희생). 
조직시민행동(스포츠맨
십), 성별, 직급, 학력
-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 : 직
무배태성(연계), 조직시
민행동(이타성, 예의성, 
시민정신), 근무년수, 지
역

통제
변수

성별, 연령, 학력, 직
급, 근무, 지역

원혜연
(2017)

정책지식
센터 

‘중앙공무
원 인식 
조사’
(2014)

독립
변수

가족친화정책 만족도

로지스틱 
회귀분석

-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가족친화정
책 만족도, 업무
-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 : 근무
지 

조절
변수

근무지

통제
변수

연령, 성별, 혼인상태, 
업무, 사무실환경, 급
여수준, 승진, 교육훈
련

허준영·이
건

(2015)

세종시 
이전 

부처와 
서울 잔류 

부처로 
집단을 

구분하여 
설문조사 
(2013)

독립
변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조직 접학도, 
직무만족도

구조방정
식 모형

변수 간 관계가 부처 
이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조절
변수

부처 이전

조절효과 
여부 

판단을 
위한 

다중집단 
분석

통제,
변수

성별, 연령, 직급, 재
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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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ino, RW Griffeth, & DG Allen, 1997; Martin, 1981; 허성욱·조일형,

2018).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연도의 동일한 데이터로

이직의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분석모형과 방법에 따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럴 경우 선행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한, 감정적·정서적 고갈과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는 특수직

공무원의 이직의도 연구와는 달리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 개인-조직 적합도, 공정성, 직무자율성, 보수, 승진

등 상대적으로 심리적 탈진과 같은 정서적 요소보다는 직무에 대한 개인

의 만족을 결정 짓는 요인(업무량, 보수 및 보상, 승진 등) 또는 공무원

에 기대되는 공정성과 봉사심(공공봉사동기), 공정성(임금, 승진, 절차,

분배의 공정성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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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직무관련 요인과 이직의도

공무원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다

루어져 왔다(JA Nissly, Barak, & Levin 2005; 권용수, 2006; 노종호·최

진욱, 2018; 이환범·이수창, 2006). 직무와 관련된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업무량, 직무 자율성, 성과, 승진, 임금, 공직 만족도 등을 꼽을 수 있다.

1) 업무량과 이직의도

업무량(workload)은 ‘한 명의 구성원에게 부여된 업무의 양’을

의미한다(Qureshi, M. I. et al., 2013; 노종호·최종욱, 2018). Glaser et

al.(1999)의 경우 업무량과 이직의도 사이에 스트레스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증명하여 업무량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

다. 이와 유사하게 옥원호·김석용(2001) 역시 조직 구성원이 주어진 기간

내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업무량이 부여되면 심리적 압박감과 부

담을 느끼고, 심할 경우 이직을 유발하게 됨을 밝힌 바 있다(노종호·최

종욱, 2018). 이렇듯 많은 선행연구에서 업무량은 이직의도에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Alexander et al., 1998;

Huang, Chuang, & Lin, 2003; 공계순, 2005; 권용수, 2006). 업무량과 이

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는 공무원의 이직의도 감소 차원

에서 업무량의 조정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직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 업무량(workload)를 직무관련 요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역할부담과 이직의도

역할부담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역할부담의

개념을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Kreitner

& Kinicki(2009)는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개인적 요인으로 역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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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맥락인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 과다 및 책임감을 제시

하고 있다(윤여원, 2018). 이와 유사하게 Hellrigel et al.(1998)은 역할과

중, 역할갈등과 모호성 등의 역할 부담 요인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

하여 결국 조직 비용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옥원호·김석용(2001)은 역할 과다를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경찰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연

구한 김구(2005)의 경우 역할과부담 등이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종합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의 상당부분을 역할과 책임과 관련 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역할부담을 직무관련 요인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3) 직무 자율성과 이직의도

직무 자율성(job autonomy)은 직무와 관련된 재량권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어 왔다(Morgeson & Humphrey, 2006). 이러한 직무

자율성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 독립성, 스케줄에 대한 재량, 의사결정권

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 등 업무에 허용되는 다양한 재량권의 범

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Hackman & Oldham, 1975). 많은 선행연구에

서 인지된 직무 자율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진 바 있다(Dysvik &Kuvaas, 2013; H. Kim &

M. Stoner, 2008; Rooney, J. A., Gottlieb, B. H., & Newby-Clark, I. R.,

2009; 박오원, 2018; 정원식･정한식, 2013). 하지만 직무자율성이 이직의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노종호·최진욱, 2018)도 존재하기

때문에 직무자율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겁증해 볼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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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 성과와 이직의도

직무 성과(job performance)3)의 개념은 다양하나, 조직 구성원들

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조직목표에 기여하는 정도(Borman, W. C, &

Motowidlo, S. J., 1993; Campbell, J. P., 1990; Rich, B. L., Lepine, J. A., &

Crawford, E. R., 2010) 또는 조직 구성원이 달성목표를 성취하는 정도 또

는 할당받은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성취도로 정의해 볼 수 있다(Cascio,

1992).

출처 : Jackofsky, 1984

직무성과는 이직의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Jackofsky(1984)는 조직 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unacceptable) 저성과가 지속될 경우 조직 구성원의 선택은 성과를 높

이는 노력을 하거나 조직을 이탈하는 두 가지의 선택지 안에서 결정된다

3) 직무성과를 객관적 지표가 아닌 설문문항을 통해 인지된 직무성과의 개념으

로 적용할 경우 편향(bias)(Anderson, C. D., Warner, J. L. and Spencer, C. C.,

1984; Holzbach, R. L., 1978; Klimoski, R. J. and London, M, 1974; Meyer, H.

H., 1980)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타당성이 있음을 제기하는 논문(Mabe

and West, 1982)도 존재한다.

그림 1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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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 바 있으며, 성과와 이직의도는 U자형의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성과가 너무 낮은 경우에도 이직의도가 높아지지

만 성과가 점차 좋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다가 성과가 높아지면 다

시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국내연구 중 호텔종사원의 직무성과

와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김일채, 1998) 역시 직무성과와 이직의도 간의

u자형 관계가 밝혀진 바 있다. 김일채(1998)는 직무성과가 낮아 해고위

협을 느끼는 조직 구성원과 호조건의 이직기회를 가진 고성과자의 경우

이직의도가 높다는 U자형의 비선형관계를 연구결과로 제시한 바가 있

다.

5) 승진과 이직의도

승진(promotion)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보다 책임과 권한이

한층 무거운 상위의 직위로 이동하는 일이며, 하위직급에 재직중인 공무

원을 상위직급에 입용”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강성철 외, 2014;

김성찬, 2019; 오석홍, 2000). 공무원의 경우 성과금 등 보수체계가 민간

기업에 비해 큰 보상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김성찬, 2019;

이정주·송효진·이선중, 2012). 많은 선행연구에서 승진과 이직의도의 관

계를 밝혀왔다. 개별 조직구성원 단위에서 승진 기회 등 승진요인이 좋

은 조직 구성원은 조직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Lazear, E. P., 1999; Lee, S., & Whitford, A. B., in press),

조직 차원에서도 승진 가능성이 높은 조직은 이직의도가 낮은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ough & Osuna, 1995; Selden & Moynihan,

2000; Smith, 1979). 또한 과거 2년간 승진성적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이

직의도가 확연히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제시(Moynihan, D. P., &

Landuyt, N. , 2008)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으로 승진

변수를 다룰 필요가 있다.

6) 임금과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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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금 또는 보

수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Cotton and Tuttle,

1986; Motowidlo, S. J., 1983). 일반적으로 보수가 낮은 조직 구성원은

보수가 높은 구성원 보다 이직 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김경희․

정은주, 2006; 강은나·민준호, 2010). 이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임금

또는 보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존재(Gerhart, B., 1990;

Mobley, W., Griffeth, R., Hand, H., & Meglino, B., 1979; Price and

Mueller, 1986)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임금을 이직의도의 중요 영향요인

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7) 공직만족도와 이직의도

신분보장, 직업 안정성, 사회적 평가 등의 요소는 오늘날 공무원

에 대한 사회적 열풍을 불어 일으킨 중요한 요인뿐 아니라 조직 운영 전

반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신황용·이희선, 2012; 안나래,

김희수, & 안선희, 2015; 유민봉·홍혜승·박윤, 2012). 또한,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장지원·김왕식, 2007)에 따르면 민간과 정부를 비교하

였을 때 공무원은 신분보장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

였다. 신분보장, 직업 안정성,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와 같은 요

인들이 만일 입직 이후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경우 공무원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러한 공직 만족도를 사회적 평가, 공직 안정

성, 공직 장래성, 신분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설문문항에 반영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역시 공직만족도를 결정하는 변수로 공직에 대

한 사회적 평가, 공직 안전성, 장래성, 신분 만족도를 이직의도를 예측하

는 예측변수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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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대적 박탈감과 이직의도

사회과학 연구의 상당 부분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객

관적 상태(objective state)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Beshai, Mishra, Meadows, Parmar, & Huang, 2017; Smith,

Pettigrew, Pippin, & Bialosiewicz, 2012). 이러한 학문적 토양 속에서 상

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의 개념은 ‘사람’의 주관적 상태에 초점

을 두면서 사회과학분야의 중요한 연구 분야로 발전해왔다(허성욱·조일

형, 2018).

많은 준거인지이론(referent cognitions theory)에서 상대적 박탈

감 및 불공정성(injustice)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불만족(dissatisfaction)

야기하는 지 설명하고 있다(Hulin, Rosnowski, & Hachiya, 1985; Karl

Aquino et al., 1997). 이러한 시도는 조직구성원이 준거집단과 비교해서

느끼게 되는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불만족을 야기하는지에 대

한 심리적 과정을 정교화함으로써 전통적인 이직모형에도 적용가능하다

(Hulin, Rosnowski, & Hachiya, 1985; Karl Aquino et al., 1997).

Karl Aquino et al.(1997)은 조직 구성원의 이직과정(turnover

process)을 설명함에 있어 이직과 조직 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Karl Aquino at al.(1997)에 따르면 공정성(fairness)

에 대한 판단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결과를 준거집단과 비

교하는 과정(Martin, 1981) 속에 만들어지며, 이러한 비교절차는 비교집

단에 비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는 느낌 또는 상대적 박탈감

의 기저가 된다(Karl Aquino at al., 1997; Crosby, 1984).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불공정성이라는 개념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조직 구

성원으로 하여금 불만족(dissatisfaction), 스트레스(stress), 잦은 결석

(absenteeism)을 포함하여 조직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Karl Aquino

et al.,1997).

종합해보면, 상대적 박탈감은 지금까지 이직의도에 관한 많은 연

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공정성 개념이 준거집단과의 비교과정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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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고, 그 과정에서 준거집단이 받는 결과물4)보다 자신이 받는 결과물

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임금, 복지,

승진, 업무 분배 등이 있으며(Cho & Kim, 2014; Mishra & Carleton,

2015; Smith et al., 2012), 이러한 요인들이 이직의도 또는 이직에 미치

는 영향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출처 : Karl Aquino, Rodger W. Griffeth, David G. Allen and Peter W. Hom(1997)

4) 준거인지이론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이 준거집단과의 비교하는 결과물은 미

래에 대한 개념까지도 확장된다(Karl Aquino et al., 1997)

<그림 2> 조직구성원의 이직에 대한 상대적 인지모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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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의사결정나무분석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의사결정나무분석의 개념 및 구성요소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데이터 내 존재하는 “관계, 패턴, 규칙 등을

파악하고 발견하여 모형화하는 데이터마이닝5) 기법 중의 하나”이다(김

구, 2002).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마치 스무고개와 같이 특정 요소에 대한

yes와 no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나무구조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무의 모

형은 마디(node)들로 구성된 하향식 나무구조를 가진다(임은정·정순희,

2015). 나무의 마디는 기능적 요소에 따라 “뿌리마디(Root node), 자식마

디(Child node), 끝마디(Terminal node), 중간마디(Internal node), 가지

(Link)”로 구별해 볼 수 있다(Berry & Linoff, 1997; 임은정·정순희,

2015).

의사결정나무모형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나무모형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뿌리마디로부터 시작하여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로(path)를 통과하는 과정이 끝마디까지 자식마디를 생성됨으로써 특

정 집단으로 분류되거나 예측된다(임은정·정순희, 2015). 여기서 뿌리마

디는 맨 위의 마디를 의미하며, 분류 또는 예측 대상이 되는 모든 자료

집단을 포함해야 한다. 부모마디는 하위마디인 분류기준에 따라 자식마

디를 형성하는데, 더 이상 분기되지 않는 최종 마디를 끝마디라고 부른

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5) 1995년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국제적인 학회인 KDD(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가 개최된 이후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존

재한다. Hand et al.(2001)은 대규모의 데이터(large data sets)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데이터마이닝으로 지칭한 바 있으며, Berry and

Linoff(1997)는 의미있는 패턴이나 규칙들을 찾아내기 위해 대규모의 데이터를

자동적(automatic) 또는 준-자동적인(semi-automatic) 수단을 통해 분석하는 과

정을 데이터마이닝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Shumeli et al., 2010). 손지은·김성

범(2014)에 따르면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데이터를 통해 분류, 예측, 군집화, 연

관분석 등을 수행하여 가치 있고 흥미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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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구분 내 용

뿌리마디(Root Node) 나무구조가 시작되는 마디로서 전체자료로 이루어져 있음

자식마디(Child Node) 하나의 마디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2개 이상의 마디

부모마디(Parent Node) 자식마디의 상위마디

끝마디

(Terminal Node)

각 나무줄기의 끝에 위치한 마디로 잎(leaf)이라고도 하며,

결국 종료마디의 개수만큼 분류규칙이 생성됨

중간마디(Internal Node) 나무구조의 중간에 있는 끝마디가 아닌 마디

가지(Branch) 하나의 마디로부터 끝마디까지 연결된 일련의 마디

<표 3> 의사결정나무의 구성요소

출처 : 최종후·서두성(1999)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상위노드에서 하위노드로 가지가 뻗어나가

는 과정을 가지분할(split)이라고 하며, 가지분할 시에는 ‘분류변수’와 ‘분

류기준’값의 선택이 중요하다. 여기서 분류기준은 부모마디로부터 자식마

디로 뻗어나갈 때 ‘예측변수의 선택과 범주의 병합이 이루어질 기준(김

구, 2002)’을 의미한다. ‘분류 변수’와 ‘분류 기준’을 선택기준은 상위노드

에서 하위노드로 분류됨에 있어서 노드 내에서는 동질성이, 노드 간에는

이질성이 가장 커지는 방향을 선택한다.

<그림 3> 의사결정나무모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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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분석에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모형의 구축(a building or growing)’와 ‘가지치기(a pruning)’의 차원에

서 논의되고 있다(Rajeev Rastogi & Kyuseok Shim, 1998). 우선, 분석

에 활용하는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를 훈련용 데이터(training data set)

로 구분한 후, 훈련용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자료를 통해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형성한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종종 과적합(overfit)의

문제가 발생한다(Mansour, 1997; Rajeev Rastogi & Kyuseok Shim,

1998). 의사결정나무분석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다양하

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훈련용 데이터가 너무 작거나(Gao Ying,

2017; Rajeev Rastogi & Kyuseok Shim, 1998), 훈련용 데이터 내에 노

이즈가 많은 경우(Gao Ying, 2017) 또는 의사결정모형이 훈련용 데이터

의 통계적 불규칙성(statistical irregularities)과 유별난 특성

(idiosyncrasies)에 과하게 반응(Rajeev Rastogi & Kyuseok Shim, 1998)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복잡성을 단순화할 필

요가 있는데, 이는 가지치기(pruning)을 통해 이루어진다(Gao Ying,

2007; Rajeev Rastogi & Kyuseok Shim, 1998). 가지치기(pruning)는 가

지분할(split) 작업을 통해 생성된 가지를 잘라내 모형을 단순화 하는 작

업6)으로(서형준·신지웅, 2018), 의사결정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류오

류가 커질 가능성이 있거나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게 된다(Rajeev

Rastogi & Kyuseok Shim, 1998; 김구, 2002).

‘순환적 분할(recursive subdivision)방식’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

축하는 의사결정나무는 데이터를 분류 또는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써 우

수한 예측 정확도, 우선순위를 통한 중요 변수 도출, 다양한 변수(범주

형·연속형)의 활용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Mitchell, 1997; 손

6) 가지치기는 새로운 데이터의 규칙을 파악함에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가

지들을 제거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가지치기 방법은 post-pruning과

pre-pruning 방법이 있다(Gao Y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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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김성범, 2013). 의사결정나무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분류 방식으로 활용되었던 군집분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객관성 보완에 있어

서 의사결정 모형은 장점을 가진다(Chen & Joseph S, 2003; 손지은,

2013에서 재인용).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마치 스무고개

와 같이 특정 요소에 대한 yes와 no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나무구조로

표현하기 때문에 목표변수에 대한 설명에 있어 중요한 변수를 파악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김구, 2002),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조건 A

이고 조건 B이면 결과집단 C’의 방식으로 규칙을 파악할 수 있어서(정

성원 외, 2003) 해석 및 설명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최종후·서두

성, 1999, 서형준·신지웅, 2018).

셋째, 의사결정나무 모델은 선형성(linearity)이나 오차항의 정규

성(normality), 등분산성(equal variance) 등의 가정을 하지 않는 비모수

적 방법으로(김구, 2002; 서형준·신지웅, 2018; 양수경 외, 2011; 최종후

외, 2002),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가 존재하

는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3 -

2) 의사결정나무분석의 다양한 알고리즘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분류(classification) 및 예측(prediction)의 목

적으로 데이터 의미 있는 특성을 체계적으로 발견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

법이다(Chou, 1991, 임은정·정순희, 2015).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분석 및

예측에 활용할 입력변수(input variable)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에 대응

하는 결과변수(output variable) 특정한 학습 전략을 통해 계층적으로 분

류해 나가는 방법이다. 의사결정나무의 학습 전략 즉, 알고리즘은 다양하

나 대표적으로 CART(Breiman, Friedman, Olshen, & Stone, 1984),

CHAID (Kass, 1980), ID3 (Quinlan, 1986), C4.5 (Quinlan, 1993)등의 방

법이 있다7)이 제시된다.

(1) CHAID 알고리즘

우선, CHAID(Chi-Square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은

1970년대 후반 통계학자 Kass가 제안해낸 알고리즘으로, 다변량 의존성

방법(multivariate dependency methods)들 중 하나이다(Marina

Milanović, 2016). 여기서 의존성 방법이란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어

떤 용도에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CHAID는 카이스퀘어

통계량(Chi-square)과 유의확률(p-value)에 기초하는 알고리즘(Marina

Milanović, 2016)으로, 집단 내의 종속변수의 분산을 최소화하고 집단 간

분산을 최대화 하는 과정을 거쳐 나무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CHAID는 결과변수가 명목형 변수인 경우와 비명목형인

경우 모두 활용될 수 있으며, 유의성 검정(significant test)에 기초하여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다지분리 결과를 제시한다(Chen-Fu Chien a. &

Li-Fei Chen., 2008). 결과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그룹에 대해 평균치 차를 검정하는 분산분석표(ANOVA Table:

7) Rajeev Rastogi & Kyuseok Shim(1998)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의 다양

한 알고리즘으로 CLS(HMS66), ID3(Qui86), C4.5(Qui93),

CART(BFOS84), SLIQ(MAR96), SPRINT(SAM96)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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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Variance Table)의 F통계량을 분리기준으로 이용하고(김구,

2002), 범주형 변수일 경우 피어슨의 카이제곱 통계량 또는 우도비 카이

제곱 통계량을 분리기준으로 사용한다(서형준·신지웅, 2018).

Pyle(1998)는 범주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변수(Predictor

Variable)와 결과 변수 간의 관계를 찾을 때 CHAID의 활용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였다(김신곤·박성용, 1999). 이에 따라 많은 후속 연구에서

CHAID기법은 분류 또는 예측의 분석 기법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2) CHART 알고리즘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는 Briemnan

et.al(1984)에 의해 처음 소개된 알고리즘(Tang, T. I. el al, 2005), 오분

류율을 최소화하는 가지치기 방식을 제공한다(Breiman et al., 1984). 오

분류율을 최소화하는 가지치기 방식은 비용-복잡도(cost-complexity)의

원리에 따른다. CART는 회귀 트리(regression tree)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나무모형의 잎(leaf)이 실수(real number)를 예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Sonia Singh. & Manoj Guptai., 2014).

CART는 결과범수가 명목형 또는 연속형 변수일 경우 모두 사

용 가능하고, 결과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는 지니지수를 활용하고,

결과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경우 분산의 감소량을 수행한다(Quinlan,

1993; 최종후·서두성, 1999; 서형준·신지웅, 2018).

CART는 연속형 범주와 범주형 범주 모두 손쉽게 다룰 뿐 아니

라, 가장 중요한 변수와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파악한 결과를 제시해준

다는 장점이 있다(Singh. & Gupta., 2014).. 하지만, CART는 이상치가

존재할 경우 이를 임의로 제거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의사결정 나무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Singh. & Gupt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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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3 알고리즘

ID3(Interactive Dichotomiser 3)은 알고리즘은 역시 대표적인

의사결정나무 기반 분류 알고리즘으로, 1970년대 후반 J. Ross Quinlan

에 의해 개발되었다. ID3 알고리즘은 정보 엔트로피(Information

Entropy)를 분류기준으로 삼아 나무 잎을 분류해 나간다(Tzung-I

Tang., et al., 2005). 일반적으로 ID3는 결과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

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가지치기 과정을 활용할 수 없고, 결측치를 다루

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Badr Hssina et al., 2014; Lior Rokach, & O

Maimon., 2005).

(4) C4.5 알고리즘

C4.5 알고리즘은 ID3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3년

Ross Quinlan에 의해 다시 제안된 알고리즘이다(Badr Hssina et al.,

2014; Prather et al., 1997). C4.5 알고리즘은 데이터 분할이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정보 획득(information gain)을 제시한다

(Singh. & Gupta., 2014). C4.5는 결과변수가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

인 경우 모두 활용 가능하고 불완전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장점을 가지지

만, 이상치에 민감하여 이상치의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오버피팅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Singh. & Gupta., 2014). 의사결정

나무의 다양한 알고리즘의 특징은 <표 4>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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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3 CHIAD CART C4.5

데이터

유형
범주형 범주형 범주형, 연속형 범주형, 연속형

분류 다지분리 다지분리 이진분리
다지분리(범주형)

이지분리(연속형)

분류기준
Information

Gain

카이제곱-검

정, F-검정

지니 지수,

분산의 감소
Gain Ratio

결측치
결측치

다루지 않음
결측치 다룸 결측치 다룸 결측치 다룸

가지치기
가지치기

미시행

가지치기

미시행

Cost-Complex

ity pruning

Error Based

pruning

이상치

감지

이상치에

민감함
이상치 다룸 이상치에 민감함

<표 4>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 비교

출처 : Singh. & Gupta., 2014 및 홍성두 외(2008), 서형준 외(2018)에서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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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조직 및 인사연구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공무원의 이직의도 영향요인을 예

측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의사결정나무가 조직 및 인사연구에 어떻

게 적용될 수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 조직 및 인사연구에서 의사결정나무는 중고령자의 점진적

은퇴의사결정(임은정·정순희, 2015), 직무성과요인 분석(김구, 2002), 지방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영향요인 탐색(김구, 2002), 청년 취업자

의 이직의사 예측(정인호·이대응·권기헌. 2018)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다.

임은정·정순희(2015)는 2012년 ⌜한국 고령화 패널 연구(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를 활용하여 목표변수인 은퇴의사결정

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목표변수를 3가지(완전은퇴, 완전

은퇴 대비 부분은퇴 및 직무이동을 포함하는 점진적 은퇴, 은퇴하지 않

음)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은퇴결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측

치를 제외한 총 7164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류모형에서 제시된 학

습용 데이터(training data)와 평가용 데이터(test data), 검증용 데이터

(validation data)를 통해 은퇴결정 영향요인 탐색에 있어서 연구모형의

우수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구(2002)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CHAID 알고리즘을 통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라는 목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하였다는 점과 퇴직의도, 직무만족, 직무성과, 근속년수, 직급 등 공무

원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을 예측

또는 목표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정인호·이대응·권기헌(2018)은 본 연구과 유사하게 청년 취업자

를 대상으로 CART 알고리즘을 통해 이직의사를 예측하고 있다. 조직

구성원의 이직 또는 이직의도를 예측함에 있어서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연구는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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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발행연도) 제 목 알고리즘 비 고 

Alao D. & 
Adeyemo A. B.

(2013)

Analyzing Employee 
Attrition Using 
Decision Tree 

Algorithms

C4.5, 
REPTree, 

CART 

- Accuracy 
rate : C4.5 > 
CART > 
REPTree 
- 비교 척도 : 
ROC AREA

Gao, Ying
(2017)

Using Decision Tree to 
Analyze the Turnover 

of Employees

 ID3, 
C4.5 and 

CART 
비교 후 
CART 

알고리즘 
최종 선택

- K-fold cross 
validation 활용
- T r a i n i n g 

data(0.75), 
Test data(0.25) 

Xiao-Li QU 
(2015) 

A Decision Tree 
Applied to the 

Grass-roots Staffs'
Turnover Problem

-Take C-R Group as 
an Example 

 C4.5 
알고리즘 

활용

Validation data 
& Mining data 

활용

Vévoda, Jiří et 
al.

(2016)

Datamining techniques 
– Decision tree : New 

view on nurses’ 
intention to leave

CHAID
알고리즘 

활용

Chien and 
Chen (2008)

Data mining to 
improve personel 

selection and enhance 
human capital : A 

case study in 
high-technology 

industry

CHAID 
알고리즘 

활용

<표 5>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국내외 이직 또는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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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한 이

직 및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들이 점차 증대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

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의사결정나무 수행 시 필요한 데이터 분할 혹은

교차검증 방법, 분류 기준 등의 정보를 다 언급하고 있지 않아 최종 모

형의 결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 수행 시 어

떠한 데이터 분할, 교차검증, 분류 기준을 활용하였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권기헌(2018)
예측모형 탐색 연구 :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활용

지니 지수(Gini 
index)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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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설명과 예측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설명(explanation)과 예측(prediction)에 관한 차이는 많은 선행연

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설명과 예측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과학

적으로 증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Joseph F. Hanna, 1969). 과학

적 설명과 예측에 관한 논의는 1940년대 헴펠과 오펜하임에서 비롯된다

(Heather E. Douglas, 2009). 헴펠과 오펜하임 이전의 경우 설명

(explan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막연하고 발달되지 못했으

며(vague and underdeveloped), 그 설명의 영역이 과학적이지 못하였다

는 특징(Salmon, 1997 ; Heather E. Douglas, 2009)이 있어 본 연구에서

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1) 설명과 예측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인가?

과학적 설명과 예측에 대한 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헴펠과

오펜하임은 과학적 설명을 “왜”라는 물음에 과학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으

로 인식하며, 논리적 법칙을 활용한 설명 모형을 제시하였다(Hempel, C.

G. &P. Oppenheim, 1948). 8)헴펠과 오펜하임의 모형

(Hempel-Oppenheim model)에 따르면 과학적 설명은 개별 설명항이 피

설명항을 특정한 논리(logic)에 의해 도출하는 논증의 과정이며, 피설명

항이 일종의 법칙적 진술을 가진다는 조건을 내건다.

그렇다면, 설명과 예측이 본질적으로 유사한가? 헴펠과 오헨하임

은 설명과 예측이 본질적으로 유사함(essentially similar)을 주장한다. 그

들은 과학적 설명의 영역에서 주장했던 분석 과정이 예측에서도 동일하

8) 헴펠과 오펜하임의 모형은 오늘날 헴펠의 모형(Donagan, A. 1964), 헴펠

과 오펜하임의 모형(Heather E. Douglas, 2009), 포괄법칙형(covering

law model) 설명(Dray, W. H., 1957), 그리고 연역적-법칙적 모형

(deductive-nomological model ; DN model)(Railton, P., 1978)이라고도

불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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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용될 수 있음(“the same analysis… applies to scientific prediction

as well as to explanation”)을 주장할 뿐 아니라 과학적 설명이 예측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한 불완전하다(“An explanation is not fully

adequate unless its explanans could have served as a basis for

predicting the phenomenon under consideration”)고 주장한 바 있다

(Hempel, C. G. &P. Oppenheim, 1948). 즉, 그들의 입장에서 예측이란

하나의 다른 인식적 시간(different epistemic-temporal)을 가진 설명에

불과한 것이다(Heather E. Douglas, 2009).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1950

년대 후기부터 과학철학의 영역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Rescher,

1958 ; Scheffler, 1957; Scriven , 1962).

Scheffler(1957)의 경우 특정한 현상에 대한 예측은 적절한 설명

이 없이도 가능할 뿐 아니라, 설명은 그것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사실

(true)에 가까워도 충분하지만, 예측은 그렇지 않음을 주장한 바 있다.

설명과 예측의 본질적 유사성(essentially similar)에 대해서는 Scriven

도 논의한 바가 있다. Scriven(1962)은 어떠한 현상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암소들이 낮에 들판에 누워 있으면 몇 시간 내에

항상 비가 내리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암소가 누워 있으면

비가 올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발생하는 일(비 내리는 현

상)에 대해 이전에 발생하는 일(암소가 누워있는 행위)이 어떠한 설명을

제공하기 힘들다(Scriven, 1962). Scriven은 예측과 설명의 이러한 차이

에 주목하여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이해는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반면, 예측 능력 그 자체가 현상에 대한 이해로 여겨지지는 않음을

피력하였다. 예측과 설명이 본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스크리븐의 주

장 중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그가 ‘예측의 경우 단순한 상관관계

(a mere correlation)을 통해서도 유추해 낼 수 있지만, 설명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설명과 예측은 개념적으로 유사할 수 있으나 본질적

으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납득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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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즉,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현상

을 예측하는 근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음을 위의 논의를 통

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명과 예측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과

학분야에서 특정 현상을 설명 또는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설명모형을 통해 제시된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예측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고려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에서 본질적으로 설명과 예측이 동일성을 갖는 지에 대한 충분

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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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은 반드시 미래를 위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예측은 미래의 상태에 대한 기술적 성격을 가진다

(Scriven, 1962).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측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모

두 적용될 수 있다(Scriven, 1962).

헴펠과 오펜하임으로 돌아가서 과학적 예측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자. 예측과 설명의 유사성을 주장한 헴펠과 오펜하임에 따르면 과학적

예측은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에 대한 설명과, 둘째, 결정론적(deterministic) 혹은 확률적

(stochastic) 형태의 일반적 법칙이다. 이러한 가정을 충족하는 예로 다

음과 같은 식을 들 수 있다(Joseph F. Hanna, 1969).

(A) With probability p, stimulus s* will result in response r*,

or in short: P(r*|s*)=p.

위의 식 (A)은 특정한 연구대상(사람)이 어떠한 상황 또는 자극

(stimulus)에 놓인 경우, 어떠한 확률로 특정 반응을 하는 지 예측하기

위한 적절한 과학적 예측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Joseph F. Hanna,

1969).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거에 발생했던 현상에 대한 추측

(postdiction, retrodiction)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Scriven, 1962). 고고학

이나 지질학의 경우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추론하고는 하는데, 과거

현상에 대한 추론 역시 미래 현상에 대한 예측과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통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예측의 범위를 확대해 볼 수 있다(Scriven,

1962).

또한, Hanna(1969)의 경우 예측의 개념을 논리적 구조가 아닌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바가 있다. 즉, 예측이 어떠한 논리를 가지던 간에

중요한 것은 위에 제시된 식 (A)가 특정한 한 실험의 결과만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증연구에서 예측은 다양한 실험적 조

건에서 다양한 실험자에 대해 모방(replicate)될 수 있는 포괄적 실험을

의미한다. 즉, 다른 실험의 다른 관찰점들에 대한 적용가능성(proble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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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tion)에 있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Galit Shmueli(2010)의 경우 설명모형과 예

측모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기존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과학에서 설명모형은 인과적 이론을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들

로 정의될 수 있으며, 예측모형은 새로운 관찰점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

으로 통계적 모형 또는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들을 데이터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예측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미래 시점을 가정하고 있

지만 예측의 범위가 미래 시점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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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과학에서 설명과 예측의 역할

예측과 설명이 본질적은 유사하지 않다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측과 설명의 논리적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음

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사회과학에서 설명과 예측은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예측과 설명의 역할

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Salmon(1978)에 따르면 예측의 가치는 우리의 삶에서 더 나은

결정들을 돕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설명에 필요성을 느끼는

가? 이에 대한 Salmon의 대답은 설명(explanation)이 생산, 번식을 포함

한 세계의 구조 또는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과학적 이해

(scientific understanding)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예측은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설명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예측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굳이 복

잡한 조건들을 통해 현상을 설명(explain)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Trout(2002)의 경우 비록 설명과 예측이 과학철학의

영역에서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설명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매우 높이 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설명에 대한 가

치가 높이 평가되는 이유로 그는 지나친 자부심(overconfident)과 뒤늦은

깨달음(hindsight)과 같은 인식적 편향(cognitive bias)을 꼽고 있다. 즉,

특정 현상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설명 자체를 과대 확신하게 되

는 인지적 편향으로 인해 설명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설명의 역할은 예측에 비해 과대평가 되고 있는

것일까? Trout의 우려와 달리 많은 학자들은 복잡 다양한 현상에 대해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 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설명을 통해 복잡

한 현상을 인지적으로 처리(cognitive manageable)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Heather E. Douglas, 2009).

설명의 또 다른 역할은 예측에 대한 인지적 경로(cognitive path)

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설명과 예측의 본질적 유사성에 기반을 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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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법칙적 설명(covering law explanations)의 경우 이론적 법칙들이 연역

적인 암시를 제공하다는 점에서 예측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Heather

E. Douglas, 2009). 즉, 연역적 설명이 존재해야 이러한 설명을 검증하는

연역적 예측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인과적 설명(causal

explanations)의 경우 인과적 추론(casual inference)을 가능하게 하고, 강

력한 인과적 맥락이 작용하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는 것이다(Heather E. Douglas, 2009). 이는 특정 상황에 대한 기능적 패

턴(functional patterns)을 제공하는 기계론적 설명(mechanistic

explanations)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메커니즘을 통해 어떠

한 설명모형에 흠이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예측이 부정확했는지를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Heather E. Douglas, 2009). 즉, 설명은 특정 현

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

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예측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예측의 역할

을 연구자들이 제시한 이론들이 적절한지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며, 새로

운 증거(evidence)들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정리하자면 예측과 설명 모두 후속연구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Heather E. Douglas, 2009)

그렇다면 사회과학에서 예측과 설명의 중요성은 어떻게 되는가?

Hanna(1969)의 경우 예측과 설명의 논리적 유사성이 존재함에도, 사회과

학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설명보다 예측이 더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을 피력한 바 있다(despite the logical similarity of explanation and

prediction, the tenor of publications in … social sciences suggested

that predictive inference plays a much more basic role than

explanation). 이러한 까닭으로 Hanna(1969)는 ① 사회과학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형적인 과학적 설명 모형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특히 사건의 전

후 관계)과 ② 예측의 실용성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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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공무원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선행연

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논의되고 있는 직무 관련 요인, 상대적 박탈감, 개

인적 요인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

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요인(업무량, 역할 부담)와 상

대적 박탈감(역량·후생복지·보수·승진·중요업무), 근속연수, 직급과 이직

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 틀은 아래 <그림 4>와 같

다.

연구의 분석 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목표변수인 이직의도를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5점 척도를 활용한 설문문항

이나 연속형 변수를 목표변수로 하는 선행연구의 사례를 참고하였다(김

<그림 4> 연구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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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김선아, 2013; 김현경·정석희·강현철, 2005, 임은정·정순희, 2015; 서

형준·신지웅, 2018).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로지스틱

회귀분석(노종호·최진욱,2018; 원혜연, 2017; 허성욱·조일형, 2018), 위계

적 회귀분석(박오원, 2018; 윤여원, 2018), 프로빗 회귀분석(유상엽·한승

주, 2017)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수적 설명모형의 경우 종속변수

의 변동을 특정 독립변수들이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방법에 비

해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장점은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의 예측력을 다른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차년도

(2013~2018) 설문 데이터의 60%를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형성하기 위해

활용하고, 나머지 40%의사결정모형의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고

자 한다.

위와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연구문제 1 :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예측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 이직의도를 증대시키는 요인과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같은가, 상이한가?

연구문제 3 :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타

당한가?

연구문제 4 :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적절한 것

인가?

<표 6> 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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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13~2016년)’ 자료와 ‘공직생활에 대한 실태조사(2017년~2018년)’ 자료

를 활용하여 다차년도의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1차년도가 아닌 다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공무원 인식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공무원의 이직의도

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연도별 그리고 분석방법별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변수들을 다차년도로 활용하여 중요하게 예측하는 변수들

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목표변수인 이직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결측치는 제

외하고자 하며, ‘나는 기회가 있으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문항에

‘③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과 이직의도

가 낮은 집단 내에 분류의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지방직과 국가직을 모두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을 근무기간이 얼마 안 되는 공무원

에 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한국일보의 조사결과 서

울시 공무원들 중 근무기간이 3년 이내인 공무원들의 조직 이탈(자발적

이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

였을 때 자발적 이직이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따

라서 새내기 공무원들 혹은 근무기간이 적은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은 공

무원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요소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 째, 조직 구성원의 이직 또는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

무원의 조직 이탈은 정년을 앞둔 공무원의 조직 이탈에 비해 조직 비용

이 상당하다.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14.9년) 보다 근속연수가 적은 공

무원들의 조직 이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신규 채용과 교육 및 훈

련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적은 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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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제 3절 변수의 정의

1) 목표변수 : 이직의도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목표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 그 활용

도가 높다(서형준 외, 2018). 따라서 목표변수인 이직의도를 이직의사가

높은 군(high exit intention)과 이직의사가 거의 없는 군(loyalty)로 구분

하여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직의도의 경우 한국행정

연구원의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의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

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

를 이직의도가 높은 그룹으로 분류하고자 하며, ① 전혀 그렇지 않다(이

직의도가 전혀 없다), ② 그렇지 않다(이직의도가 없다)를 선택한 응답자

를 이직의도가 낮은 그룹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

이직의도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이탈하고 싶어하는
인식의 정도(Allen & Meyer; 1990)

설문문항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구 분

이직의도가 높은 그룹: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이직의도가 낮은 그룹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

<표 7> 목표변수의 조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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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변수 : 직무관련 요인, 상대적 박탈감, 개인적 요인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이직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

직의 선행변수 또는 대리변수로 활용되는 이직의도를 통해 입직 초기 공

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예측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행정연구원의 설문에서 동일하게 이직의도를 측정하는 설

문문항이 있어 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예측변수는 직무와 관련되어 선행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언급되어 있는 다양한 변수들과 상대적 박탈감,

개인적 요인을 중요변수로 선택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직무와 관

련된 요인의 경우 직무스트레스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 중 하나인 업무량

과 역할부담, 직무자율성, 성과, 승진, 임금, 공직 만족도를 하위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허성욱·조일형(2018)이 한국행정연

구원의 2016년 ⌜공무원 인식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무원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상대적 박탈감의 하위변수로 활용한 변

수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8>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변수 명 척 도

직무
(work)
관련 요인

업무량
나의 평소 업무량은 적정 수준이다
① 매우 적은 수준이다 ② 적은 수준이다 ③ 적정한 수준이다 ④ 많은
수준이다 ⑤ 매우 많은 수준이다

직무
자율성2

나는 업무수행 방식/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직무
자율성3

나는 업무수행 속도/마감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 8> 예측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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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성과
나는 담당 업무에 기대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승진1

우리 기관에서 승진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은 공정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승진2
우리 기관에서 여성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임금
내가 받는 보수는 내 업무성과에 비추어 적정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공직
만족도1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공직
만족도2

나는 공직의 안정성에 대해 만족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공직
만족도3

나는 공직의 장래성에 대해 만족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공직
만족도4

나는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체로 만족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후생
복지1

나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후생
복지2

선택형 복지제도 혜택은 실제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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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혀 그렇지 않다

후생
복지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는 민간기업(대기업체 수준)과 비교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
혀 그렇지 않다

보수

나의 보수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지원(대기업체 수
준)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
지 않다

개인적
요인

(personal
status)

직급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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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
연수

[입직연도-(설문진행연도-1)]
코드 예시) 2015년 : 근속연수=ABS(입직년도-2014)

소속
국가 및 지방공무원 중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① 국가(행정부) ② 지방(광역자치단체)

채용
방식

공무원으로 채용된 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공개경쟁채용 ② 경력경쟁채용(특별채용)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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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한국행정연구원의 2013년~2016년 공직생활인식조사와 2017

년~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통합한 데이터 셋은 총 15,219개로 확인

되었다. 이 중에서 결측치(missing value) 및 이상치(outlier)를 제거한

한 결과 최종 데이터는 14,944개였다. 결측치와 이상치 제거는 본 논문의

활용변수, 즉 목표변수와 예측변수만을 고려하였고, 활용하지 않은 변수

의 이상치와 결측치는 본 연구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

다. 이상치 판단은 설문의 응답문항 및 코딩자료를 통해 진행하였다. 예

를 들어, 응답문항이 1부터 5까지인 변수에서 6이상의 값이 존재할 경우

전부 이상치로 간주하여 제거하였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표변수를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목표변

수를 이산형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직의도가 보통이다’라고 대답

한 경우 분류에 어려움이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변수 변환 과

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제

시함에 앞서 먼저 목표변수의 조작화(이직의도가 보통이라고 답한 관측

값의 제거)를 하기 전 이직의도의 기초통계분석 값을 제시하여 조작화

이후의 값을 <표 9>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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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 (조작화 이전)

구 분 빈 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523 10.19 1,523 10.19

그렇지 않다 4,446 29.75 5,969 39.94

보통이다 4,775 31.95 10,744 71.90

그렇다 3,409 22.81 14,153 94.71

매우 그렇다 791 5.29 14,944 100.00

설문문항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 (조작화 이후)

구 분 빈 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0)

4,200 41.30 4,200 41.30

이직의도가 낮은
집단(1)

5,969 58.70 10,169 100.00

<표 9 목표변수의 조작화 이전과 이후의 기술통계값>

<표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라는 설문문항에 ‘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은 총 4,775개로

전체의 31.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최종 분석에 활용되는 관찰점은

총 10,169개이고,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각각 전체 응답의

41.30%와 58.7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 내에서 예측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해보고

자 한다. 목표변수의 조작화 이후 최종 데이터(N=10,169)에서 직무관련

요인, 상대적 박탈감, 개인적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다음의 <표 10>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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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평 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직무(work)
관련 요인

업무량 3.57 0.81 1 5

직무 자율성1 3.23 0.86 1 5

직무 자율성2 3.23 0.90 1 5

직무 자율성3 3.26 0.90 1 5

성과 3.64 0.69 1 5

승진1 3.01 0.88 1 5

승진2 2.75 0.97 1 5

임금 2.39 0.92 1 5

공직 만족도1 2.98 0.98 1 5

공직 만족도2 3.59 0.82 1 5

공직 만족도3 3.19 0.94 1 5

공직 만족도4 3.60 0.81 1 5

복지1 3.07 1.02 1 5

복지2 3.10 0.85 1 5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cognitive)

역량 3.46 0.79 1 5

후생 복지 2.26 0.96 1 5

보수 2.83 0.89 1 5

개인적 요인(personal status)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성별
성별(=남자) 6,573 64.64 6,573 64.64

성별(=여자) 3,596 35.36 10,169 100.00

연령

연령(=20대) 690 6.79 690 6.79

연령(=30대) 3,394 33.38 4,084 40.16

연령(=40대) 3,883 38.18 7,967 78.35

<표 10>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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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직급(=3급) 85 0.84 91 0.89

현재직급(=4급) 867 8.53 958 9.42

현재직급(=5급) 2,369 23.30 3,327 32.72

현재직급(=6급) 2,830 27.83 6,157 60.55

현재직급(=7급) 2,643 25.99 8,800 86.54

현재직급(=8급) 943 9.27 9,743 95.81

현재직급(=9급) 426 4.19 10,169 100.00

채용방식

채용방식
(공개경쟁채용)

8,176 80.40 8,176 80.40

채용방식
(경력경쟁채용)

1,598 15.71 9,774 96.12

채용방식
(기타)

395 3.88 10,169 100.00

근속연수

근속연수
(5년이하)

2,062 20.28 2,062 20.28

근속연수
(6년~10년이하)

1,854 18.23 3,916 38.51

근속연수
(11년~15년이하)

1,609 15.82 5,525 54.33

근속연수
(16년~20년이하)

1,446 14.22 6,971 68.55

근속연수
(21년~25년이하)

1,373 13.50 8,344 82.05

근속연수
(26년이상)

1,825 17.95 10,169 100.00

학력

현재학력
(고졸이하)

390 3.84 390 3.84

현재학력
(전문대학졸업)

688 6.77 1,078 10.60

현재학력
(대학(4년제)졸업)

6,984 68.68 8,062 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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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요인과 상대적 박탈감 부분의 하위 변수들은 최솟값이

1, 최대값이 5인 설문문항에 해당하여 <표 10>과 같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요인의 하위 변수들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변수의 빈도와 백분율 등의 정보를 제

시하였다.

우선, 성별의 경우 남성이 전체 데이터 중 64.64%를 차지하여

여성(35.36%)보다 응답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별로 확인해

볼 경우 20대 응답자(6.79%)가 가장 작았으며, 40대 연령의 응답자가

38.18%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현재 직급의 경우

6급(27.83%), 7급(25.99%), 5급(23.30%)이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채용방식은 공개경쟁채용 방식이 응답자의 80.40%를

차지하여 다른 채용방식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근속연수

는 5년 단위의 범주형 변수로 조작화하였다. 그 이유는 2013년부터 2016

년의 설문지의 경우 근속연수가 연속형 변수로 제공되고 있으나, 2017년

과 2018년 설문지에서 근속연수가 범주형(5년이하, 6년~10년이하, 11

년~20년이하, 16~20년이하, 21년~25년이하, 26년 이상)으로 제공되어 있

어 통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근속연수의 경우 5년 이하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나 각 범주별로 응답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

자의 현재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가 전

체의 8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은 국가직(56.57%), 지방직

(43.4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예측변수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직의

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변수를 연구에 최대한 활

(대학원박사졸업)

소속기관
①국가(행정부) 5,753 56.57 5,753 56.57

②지방
(광역자치단체)

4,416 43.43 10,169 100.00

모든 변수의 N=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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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자 했다.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변수 중 분석 가능한

변수, 즉 2013년에서 2018년까지 공통적으로 제공된 설문문항을 파악하

여 연구모형에 반영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 온 변수 중

본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변수들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수 연도 설문문항에서의 차이점

혼인상태

2013년

- 설문문항(SQ6) : 귀하의 혼인상태(사실혼 포함)는 어

떻게 되십니까? ① 기혼, ② 미혼

- 데이터(DQ6) : ① 5년이하, ② 6년~10년이하로 제시

하고 있음

2014년~

2015년
- 혼인상태 : ① 기혼, ② 미혼

2016년~

2018년
- 혼인상태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공공봉사

동기

2013년~

2016년

<설문지 측정 문항>

귀하께서는 공공봉사동기와 관련한 다음 각 항목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공익에 봉사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2) 공공서비스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공서비스는 시간/노력이 들더라도 민주적으로 결

정되어야 한다

4)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

공되어야 한다

5) 공공정책을 개발할 때 미래세대의 이익이 고려될 필

요가 있다

6) 나는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심

을 느낀다

7) 나는 국민들이 불공정한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

8) 나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표 11> 본 연구에서 활용하지 못한 변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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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혼인상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① 기혼, ② 미혼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는 ① 미

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혼인상태여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는 공공봉사동기 역시 2013년~2016

년까지의 측정문항과 2017년 이후의 문항이 상이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9) 나는 사회를 돕기 위해 개인적 손실을 기꺼이 감수

하겠다

2017년~

2018년

<설문지 측정 문항>

귀하께서는 공공봉사동기와 관련한 다음 각 항목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국가와 국민을 위한 뜻깊은 봉사는 나에게 매우 중

요하다

2) 비록 웃음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

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나설 용의가 있다

3) 나에게는 사회에 어떤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 개인적인 성취보다 더욱 큰 의미가 있다

4) 나는 사회의 선(善)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매우 큰

희생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5) 나는 일상생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서로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늘 되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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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의사결정나무분석

의사결정나무(decision-tree)는 기계학습 방법 중 하나로 특정 항목

에 대한 의사결정 규칙(decision-rule)을 통해 나무 형태로 분류해 나가는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

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데 있다는 점

에서 본 분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고자 하

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가장 큰 목적은 의직의도라는 하나의 현

상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직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

다는 점과 의직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각각 중요한 변수와 우

선순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1) 데이터셋의 분류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모형의 과적합여부를 파악하여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셋을 학습용 데이터(training data), 검증용 데이터

(validation data), 평가용 데이터(test data)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학습용

데이터(training data)란 모형을 최적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를 의미

하고, 검증용 데이터(validation data)는 모형이 얼마나 잘 적합되었는지,

과적합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평가용 데이터

(test data)는 학습과 검증을 통해 선택된 최종 모형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

해 얼마나 좋은 예측력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로, 모

형의 구축과 선택 과정이 진행된 후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의

미한다.

데이터셋의 구분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하여 학습된 모형이 얼마나

좋은 성과(예측, 분류 등)를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

러한 교차검증(Cross-Validation)의 경우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할(data

splitting)의 문제를 가진다(Z. Reitermanov´, 2010). 교차검증의 기본적 아

이디어는 데이터셋 T를 크게 모형 구축과 모형 검증이라는 크게 2개의 데

이터셋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차검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

할방법은 hold-out 분할방식과 k-fold 방식을 들 수 있다(Z. Reitermanov´,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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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hold-out 교차검증의 경우 T라는 데이터셋(size=n)을 학습용

 , 검증용 , 테스트용 으로 구분한 후 검증용 를 통해 모형의 성

과가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학습이 계속 진행된다. hold-out 교차검증은

효율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앞서 언급한 전형적인 데이터

분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최종 모형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각각의 분할된 데이터 내의 편향(bias)

이 적고 분산(variance)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분할방식이 요구된다

(Z. Reitermanov´, 2010).

다음으로 k-fold 교차검증(Mitchell, 1997)은 모형의 오차(model

error)가 안정된 값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검증을 결합한 방법으로

hold-out 교차검증을 하기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유용하다(Z.

Reitermanov´, 2010). 먼저, 데이터셋 T를 동일한 샘플 사이즈로 이루어진

k개의 파트로 구분한 후, k-1개의 파트는 training data에 나머지 1개는

test data에 할당하여 해당 절차를 k번 반복하며 test를 진행하는 것을 의

미한다. 각 fold에서 기록된 오차를 바탕으로 최적의 모델을 찾는 방식을

의미한다(Moreno-Torres, J. G., Sáez, J. A., &Herrera, F., 2012 ;

Reitermanov´, 2010). 그러한 절차는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출처 : DataCamp(datacamp.com)

본 연구는 교차검증 방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진행하여 의사결정 나무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hold-out 교

<그림 5> k-fold 교차검증 수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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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검증의 경우 학습용, 검증용, 평가용 데이터를 각각 60%, 20%, 20%로

랜덤하게 데이터 분할을 한 후에 각 관측치가 학습용, 검증용, 평가용 데이

터 중 어떠한 데이터로 분할이 되었는지를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고정

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함에 있어서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

졌다. 이러한 데이터 분할의 결과9)는 <표12>와 다음과 같다.

구 분 빈도 백분율

training 6,049 59.48

validation 2,066 20.32

test 2,054 20.20

합 계 10,169 100

<표 12> hold-out 데이터 분할 결과

9) 분석 코드는 부록(분석 코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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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검증 시행을 하지 않은 완전히 성장한 나무모형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도출하는 가장 흔한 접근은 완전히 성장한

나무(a full tree)를 만든 다음 그것에 대해 가지치기(pruninng)를 하는 것이

다(Bradford, J. P., Kunz, C., Kohavi, R., Brunk, C., &Brodley, C. E.,

1998,). 가치치기는 검증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의 나뭇가지의 복잡성과

에러율을 고려하여 최종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차검증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제시하기 전

에 전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사결정나무를 시행해 보았다. 분석에서 활용

한 프로시저는 SAS의 PROC HPSPRIT이며, 전체 데이터(10,169개)를 대

상으로 의사결정나무를 시행한 결과 총 492개의 잎을 가지는 이직의도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형이 <그림 6>과 같이 제시되었다. 이 때 나무 가지

의 분류 기준은 지니지수를 활용하였다.

<그림 6> 완전히 성장한 의사결정나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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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의 경우 중요도 분석을 통해 목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변수들을 제시한다. <그림 7>은 완전히 성장한 의사결정나무 모형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을 도출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직 신분 만족도(공직만족도4), 근속연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공정

성(승진1), 공직 장래성 만족도(공직만족도3), 업무수행 순서/우선순위에 대

한 조절가능성(직무 자율성3), 학력, 여성의 고위직 승진 가능성(승진2), 업

무량, 현재 직급, 업무수행 속도/마감시간에 대한 조절가능성(직무자율성2),

임금, 민간기업(대기업 수준)에 대비했을 때 상대적 역량박탈감, 성과, 민간

<그림 7> 주요변수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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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기업 수준)에 대비했을 때 상대적 임금박탈감 등이 주요변수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업무량이 많고 적음 보다는 공직 신분, 장래

성,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승진과 관련한 요인(근무성적평정, 여성의 고위

직 승진 가능성), 근속연수, 학력 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중요도가 더 큼

을 알 수 있다.

완전히 성장한 나무모형의 경우 분석 대상인 데이터에 대한 충분

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을까? 모형의 우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은 분류결과표(Confusion Matrix)와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 그리고 적합도 판단 통계량을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분류결과표를 통해 모형의 분류 성능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이직의도가 높은 응답값(0)에 대한 ‘이직의도가 높다(0)’고 정확하게 분류

한 결과(N=2,772)와 ‘이직의도가 낮다(1)’고 잘못 분류한 결과(N=1,428)를

확인해 본 결과 에러율(error rate)은 0.34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직의도가

낮은 응답값(1)’에 대한 에러율은 0.1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직의도가

<그림 8> 모형의 우수성(완전히 성장한 나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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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집단에 대한 예측의 오류가 이직의도가 낮은 집단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

ROC 곡선은 민감도(True Positive Rate : TPR)와 1-특이도(False

Positive Rate : FPR)을 x축과 y축으로 놓은 그래프로, 전체 면적이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민감도(sensitivity)는

관찰된 ‘사건 발생 건수’에 대비하여 ‘사건 발생’을 예측한 비율을 의미하

고, 특이도(specificity)는 관찰된 ‘사건 미발생 건수’에 대비하여 정확히 ‘사

건 미발생’을 예측한 비율을 의미한다(고길곤, 2018). 따라서 1-특이도란 0

인 케이스에 대해 1로 잘못 예측한 비율이라 할 수 있다. ROC 곡선의 밑

면적이 바로 AUC(the Area Under a ROC Curve)로 이 값이 0.85으로 모

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완전히 성장한 나무 모형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력 역시 높을 것인가? 이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 될

수 있으나 모형의 간결성이 떨어져 새로운 데이터에의 적용가능성이 현저

히 낮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서도 설명과 예측에 관한 과학철학의

논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구

축하였다고 하여서 해당 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예측적 관점에서 해

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교차검증을 통한 의사결정나무모형 도출

(1) 교차검증을 통한 주요변수 도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차검증(cross-validation)을 수행 할 경우

데이터 분할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따

라 최종 모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차방식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교차방법인 hold-out

방식과 k-folds 교차방식 각각을 통해 의사결정나무모형을 도출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의 비율을 지정하는 hold-out 방식을 통해 의사결

정나무분석을 진행한 코드는 부록의 분석코드 2와 같다.

분석코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이터 분할을 통해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사결정나무를 진행하였다. 이 때 나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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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지니지수를 활용하였고, 가지치기 방법은 cost-complexity 가지치기

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림 9>과 같다.

<그림 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평가용

데이터(test data)로 구분해 두었던 2,054개의 관측치를 제외한 학습용 데이

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학습용 데이터(N=6,149)을 통해 총

381개의 나뭇잎 완전히 성장한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도출한 후, 비용-복잡

성(cost-complexity)방법을 통해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적절한 에러율과 잎

의 수를 값을 도출하고 있다. 가지치기 결과 나무 모형은 원래의 381개의

잎에서 32개의 잎으로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에 제시된 의사결정

<그림 9> hold-out 교차검증 시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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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살펴보면 뿌리노드에서부터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에 따

라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파란색 표시, 0)과 이직의도가 낮은 집단(분홍색

표시, 1)으로 분할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k-folds 방식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동일한 분할기준과 가지치

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교차검증을 해보았다. 분석 코드는 부록의 분석코

드3과 같다. 아래의 <그림 10>은 k-folds 교차검증을 수행한 결과이다.

k-folds 방식은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가 분리되어 한 번의 검증을

시행한 hold-out방식과 달리 평가용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N=10,169)를 대상으로 학습용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를 랜덤하게 k번의

분할을 시행하여 교차검증을 수행한다. 교차검증을 통해 가지치기한 결과

원래의 492개의 잎에서 총 36개의 잎이 도출되었다.

<그림 10> k-folds 교차검증 시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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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지치기 시행 결과

가지치기의 방법은 C4.5 pruning, Reduced-error pruning,

cost-complexity pruning 등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Bradford, J. P.,

Kunz, C., Kohavi, R., Brunk, C., &Brodley, C. E., 1998,). 이러한 가지치기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생략하고, CART에서 많이 활용되

는 cost-complexity pruning방법(Breiman et al. 1984)을 활용한 결과를 제

시해 보고자 한다. 비용-복잡성 가지치기(Cost-complextiy pruning)은 모형

의 복잡성(complexity)과 일반성(generality)간의 trade-off 관계에 기초한

알고리즘이다. 쉽게 말해, 나무가 복작하고 클수록 학습용 데이터 내에 최

적으로 적합되겠지만, 검증용 데이터 내에서의 에러율을 커지게 되는 데 이

러한 나무의 복잡성과 에러율을 고려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을 의미한

다.

  

나무의 Cost-complexity(CC(T))는 위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

서 R(T)는 나무의 에러율을 의미하고, 는 나무 잎의 개수, 그리고

complexity의 파라메터(parameter)인 는 각 잎의 비용(cost)를 나타낸다.

이때 오분율(misclassification rate)은 목표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목표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에러율(error rate)을 활용하고, 연속형 변수인

경우 SSE(sum of square error) 값을 활용한다.

먼저, hold-out 교차검증을 통해 가지치기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Cost-complexity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시된 오분유율을 최

소화하는 나뭇 잎은 32개이고, 이때의 에러율은 0.306이다. 다음으로,

k-folds 교차검증을 통해 가지치기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이 제

시될 수 있다. 이때 나무모형의 복잡성과 에러율을 고려한 cost-complexity

가지치기를 수행한 결과 에러율을 가장 적게 하는 나뭇잎은 총 36개이며,

이때의 최소 오분류율은 0.303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연구자는 적정한 오분

류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나뭇 잎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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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가지치기 수행결과(k-folds cross validation)

<그림 11> 가지치기 수행결과(hold-out cross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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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정한 오분류율이란 무엇일까? cost-complexity 알고리즘

을 처음으로 제안한 Breiman et al.(1984)의 1-SE 규칙을 활용하여 가지치

기를 통해 최적으로 제시된 오분류율보다 살짝 높으면서 적절한 나무 잎을

선택한다는 규칙을 제시한 바 있다.

(3) 중요변수 확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교차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

정 나무를 도출한 결과는 <그림 9>와 <그림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뿌리노드에서부터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의 기

준이 된 변수들을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hold-out 교차검증 수행을 통해 도출한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서 주요변수들은 <그림 13>과 같다.

변수의 중요도는 훈련용(training) 데이터와 검증용(Validation) 데

<그림 13> 주요변수 도출결과(hold-out cross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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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통해 각각 제시되고 있다. 두 데이터를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의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차검증을 시

행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N=10,169개)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공직 신

분 만족도(공직만족도4)와 근속연수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완전히 성장한 나무모형과 달리 상대적복지박

탈감과 업무량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교차검증을 진행할 경우 활용

된 검증용 데이터 셋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어서 분석결과의 차이가 단순히 설명모형과 예측

모형에서의 중요한 변수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주어

진 데이터 내에서 특정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 완전히 성장한 나

무 모형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데이터에의 적용 가능성을 우선으로 둔 예측

모형을 교차검증 결과로 둔다면 두 모형에서의 중요한 변수는 차이를 보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k-folds 교차검증 수행을 통해 도출한 의사결정나무 모형

에서 주요변수들은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k-folds 교차검증 수행 결과와 hold-out 교차검증 결과와 상당 부분에서 변

수의 중요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교차검증 결과 공직 신분 만족도(공

직 만족도4), 근속연수의 중요성이 일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중요도의 크기에 다소 차이는 나타나나 공직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공직만족도3)와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공정성(승진1) 역시 중요성이

높은 변수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두 교차검증 수행 결과에서 중요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상대적복지박탈감은

hold-out 교차검증 결과 중요도가 높이 평가되었으나, k-folds 교차검증

수행 시 상대적복지박탈감은 중요변수에서 제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k-folds 교차검증을 수행한 결과 hold-out 교차검증에서 중요변수로 제

시되지 않은 ‘상대적임금박탈감’과 ‘상대적역량박탈감’이 중요한 변수로 제

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앞서 언급한 교차검증 수행 시의 데이

터 분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특히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

지, 분할된 데이터의 응답값이 무엇인지에 따라 의사결정나무의 중요변수

자체가 달라 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 분할을 랜덤하게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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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k-folds 교차검증을 통해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수 있다. 왜냐하면 hold-out 교차검증(검증 수=1번)보다 k-folds 교차검

증(검증 수 >1)이 더 많은 모형 적합성 검증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었기 때

문이다.

(4) 모형 적합도 검정

서로 상이한 두 개의 교차검증 방법을 통해 도출된 최종 모형의 적

합도를 확인해 본 결과는 <그림 15>, <그림16>과 같이 제시 될 수 있다.

<그림 15>의 경우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통해 모형의

예측력과 우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학습용 데이터 내에서 AUC값

<그림 14> 주요변수 도출결과(k-folds cross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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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75였으나 검증용 데이터를 통해 가지치기를 거친 모형의 경우 AUC값

이 0.72로 훈련용 데이터 내의 모형 적합도가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그림 15>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결과표(confusion matices)를

통해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한 분류예측값과 에러율을 확

인할 수 있다. 먼저, 학습용 데이터 내에서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0)을 정확

하게 0으로 분류한 데이터는 총 3,170개이고,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을 이직

의도가 낮은 집단(1)으로 잘못 구분된 데이터는 총 1,098개로 나타났다. 학

습용(training)데이터의 분류예측값과 에러율(error rate)를 확인해 봤을 때

이직의도가 높은집단에 대한 예측 에러율(0.44)은 이직의도가 낮은 집단의

예측에 대한 에러율(0.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검증용

(validation) 데이터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검증용 데이터의 경

우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0)과 이직의도가 낮은 집단(1) 모두 학습용 데이

터보다 예측에서의 에러율이 다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그림 16>에서 제시된 k-folds 교차검증을 통해 도출된 의사

<그림 15> hold-out 교차검증의 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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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나무 모형의 AUC값은 0.75로 hold-out 교차검증의 검증용(validation)

데이터 내에서의 AUC값(0.72)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에러율의

경우 hold-out 교차검증과 유사하게 훈련용 데이터보다 검증용 데이터를

통한 교차검증 후의 에러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k-folds 교차검증의 상당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hold-out 교차검증을 시행을 통해 최종 예측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hold-out 교차검증을 활용하고자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교차검증을 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데이터는 (목표

변수의 범주 개수)*(예측변수의 개수)*6이라고 알려진 바가 있다. 위의 공

식을 적용했을 때 본 연구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228개 이상으로 hold-out

교차검증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고 판단하여 hold-out 교차검

증을 통해 최종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예측력

을 확인하기 위해 이직의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된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예측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로지스틱 회귀

<그림 16> k-folds 교차검증의 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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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의 비교에 있어서 데이터 분할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동일한 데이터를 학습용, 검증용, 평가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의사결정

나무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5) 최종 의사결정나무 모형 도출

최종 모형은 hold-out 교차검증을 수행하되, 원래 제시된 32개의

나무 잎에서 에러율은 조금 더 높이면서 모형을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 20개의 잎을 가진 최종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때 분류기준은 지니지수

를 활용하였으며, 가지치기 방법은 cost-complexity 방법을 수행하였다. 이

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중요변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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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

터로 각각 6,049개 데이터, 2,054개 데이터를 통해 가지치기가 이루어졌다.

가지치기 이전의 나뭇잎은 총 381개였으나 cost-complexity 가지치기 결과

총 20개의 나뭇잎을 가지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

었다.

<그림 18>은 뿌리노드(node=0)부터 상위 11개의 노드를 나타낸 결

과와 학습용, 검증용 데이터를 통해 중요변수를 도출한 결과이다. 도출된

최종모형의 경우 기존의 모형과 유사하게 공직 신분 만족도(공직만족도4),

근속연수, 공직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공직만족도3),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그림 18> 최종 의사결정나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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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승진1), 업무량, 여성의 고위직 승진 어려움(승진2), 임금, 소속, 공무

원의 사회적 평가(공직만족도1), 업무수행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선택권(직

무자율성2)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이직의도의 주요 영향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의사결정나

무 분석을 활용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던 변수에 대해서 여러 교차검증을 통해 변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16

년도 자료를 활용한 노종호·최진욱(2018)의 경우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변수로 직무 자율성을 언급하였지만,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한

박오원(2018)의 경우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직무 자율성을

언급한 바가 있다.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이직의도라는

변수에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직무자율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거

나 중요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나는 상이한 연구결과에 대해 본 연구는

직무 자율성이라는 변수가 여러 교차검증을 시행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둘째,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통해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에서 각각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19>는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node=s)으로 변하는 과정과

이직의도가 낮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node=k)로 변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림 19>의 왼쪽 그림(node=s)을 통해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임

금 만족도가 낮은 집단 : 임금 ≧ 1.040 &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만족도

가 낮은 집단 : 공직만족도 1 < 3.040)에서 소속이 국가직(행정부)인 집단

은 이직의도가 계속 높으나, 지방직(광역자치단체)인 경우 이직의도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즉, 임금이 낮고,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 낮다고 생각하는 국가직 공무원은 이직의도가 높으나, 임금이 낮고 공직

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지방직 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도 업무량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이직의도가 다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9>의 오른쪽 그림(node=k)의 경우 역시 이직의도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공직의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낮

다(공직만족도3 ≧2.040)고 생각하는 사람 중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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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고 생각(공직만족도1 < 3.042)과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공직만족도1 ≧

3.040)에 따라 이직의도가 낮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공지의 장래성 만족도와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만족도가 낮은 사

람 중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공정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근속연수

가 5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이직의도가 높으나,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이직의도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의사결정모형의 적합도와 예측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의사결정모형의 예측력은 부록의 분석 코드4를 통해 수행되었다. 최

종 모형의 적합도는 <그림 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류 성능표

(Confusion matrices)를 확인한 결과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0)에 대한 예측

력은 에러율이 약 0.470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검증용 데이터를 통해 최종

모형의 도출한 결과 AUC값이 0.73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9> 이직의도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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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최종 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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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측모형의 적합도 및 우수성 검증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대한 적합도 및 우수성을 검증하

였다. 앞서 언급한 학습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 평가용 데이터 중 평가

용(test)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적합성과 예측력을 검정

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예측력과 모형의

우수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Nie,

G., Rowe, W., Zhang, L., Tian, Y., & Shi, Y., 2011; .정범석, & 김민호., 2017

; 김수진, & 김보영., 2013)에서 본 연구도 역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비교하

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의 예측력을 확인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호스머-래머쇼(Hosmer-Lemeshow, HL)통계량, ROC

곡선, Cox and Smell(1989:208-209)가 제시한 Cox-Snell 결정계수 등을 활

용한다(고길곤, 2018).

<그림 21> HL 통계량과 ROC 곡선을 통한 모형 적합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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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전체 데이터에 적용하여 모형의 예측력

을 검증해보았다. HL값과 ROC곡선을 확인해 본 결과 호스머-래머쇼 통

계량의 p-value가 0.0948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한, AUC값이 0.76으로 최종 의사결정나무모형의 AUC값(0.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과학적 설명과 예측모형에 대한 과학철학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예측모형의 핵심은 ‘최종 예측 모형이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측모형의 ‘새로운 데이터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활용된 분석 코드는 부록의 분석코드 5와 같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예측력을 확인한 결과 <그림 22>와 같이 나

타났다. AUC값이 0.77로 의사결정나무모형의 AUC값(0.73)보다 높은 것으

로 확인된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예측모형의 우수성이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AUC값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교차검증을

시행한다면 모형의 예측력이 더욱 좋아질 것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교차검증10)을 수행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

해보았다.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비교하는

경우 의사결정나무 모형에만 교차검증을 시행하여 모형의 우수성을 비교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 일반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 교차검증을 시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비교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확인해 보았다.

10) 부록의 분석코드 6 참고

<그림 22>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예측력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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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사결정나무분석
(교차검증 시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차검증 미시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차검증 시행)

AUC 0.73 0.71 0.74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 예측력

0.39 0.40 0.40

<표 13> 모델 비교 결과

세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한 <표 13>을 확인해 본 결과, 교차검증

을 수행하지 않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교차분석을 시행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의 AUC값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민감도=(이직의도가 높은 집단

을 제대로 맞추는 확률)와 1-특이도(이직의도가 높은데 높지 않다고 분류

할 확률)을 고려하여 제시된 AUC값은 교차검증을 시행하지 않은 로지스

틱 회귀분석이 0.71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의 예측

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예측력은 유사하나

근소하게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자면, 전반적인 예측력은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비

해 의사결정나무분석이 높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도 교차검증을 시행한다

면 의사결정나무분석보다 근속하게 더 좋은 예측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을 제대로 예측하는 확률은 의사결정나무 모형

과 로지스틱회귀 모형 모두 근소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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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 예측(forecasting)에 대한 예측(prediction)모형의 적용

설명과 예측은 본질적으로 유사한가? 과학적 설명과 예측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1940년대 헴펠과 오펜하임이후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

러한 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헴펠과 오펜하임은 설명과 예측의 본질

적 유사성(essential similarity)을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예측이란 하나

의 다른 인식적 시간(different epistemic-temporal)을 가진 설명에 불과하

다(Heather E. Douglas, 2009). 설명과 예측의 본질적 유사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예측의 속성은 알려지지 않은 경우, 대부분 미래의 사건을 얘기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진행된 예측(prediction)모형을 미래 예

측에 적용하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 구축에 활용된 데이터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인식조사

(2013년~2016년)’와 ‘공직생활실태조사(2017년)’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

된 데이터는 2013년부터 2017년 자료로 총 7,471개의 데이터를 모형 구축

및 교차검증에 활용하였다. 나무의 분류기준과 가지치기 방법은 지니지수

와 cost-complexity 분석을 진행하였고, 교차검증 방식은 k-folds 교차검증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이직의도 영향요인 예측모형(2013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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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지치지를 거쳐 총 20개의 나

무 잎을 가지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중요변수는 앞선 분석과 유

사하게 공직 신분 만족도(공직 만족도4), 근속연수, 승진, 공직 장래성 만족

도(공직 만족도3), 업무수행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선택권(직무 자율성2),

여성의 고위직 승진에 대한 어려움(승진1) 등이 도출되었다. 2013년과

2017년 자료를 통해 모협을 구축한 결과 앞선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중

요성이 떨어졌던 ‘상대적임금박탈감’, ‘학력’ 등이 중요변수로 도출되었다.

구축된 예측모형을 통해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자료에서의 이

직의도를 예측해본 결과는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에 대한 예측확률은 0.38

로 나타났으며, 이직의도가 낮은 집단에 대한 예측확률은 0.61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래시제를 적용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서의 예측력과 미래

시제를 적용한 새로운 데이터(2018년 데이터)에서의 예측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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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이직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

정연구원의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2013-2018)’ 6년간의 자료를 확인하

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모형 분석을 시행하고, 모

형의 예측력과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과 예측에 관한 과학철학의 논의를 고려 한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이직

의도와 관련된 논문은 이직의도라는 현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어떠한

상황에서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지를 예측하는 데 연구의 함의를 두고 있

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적 설명과 과학적 예측은 개념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설명에 비해 예측

은 새로운 데이터에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얼마나 우수한 성과를 내는지

검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예측모형

을 구성하였다.

둘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예측모형을 도출하여 공무원 이직

의도를 야기하는 중요한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특히,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각각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들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직의도가 높은 집

단의 경우 공직신분 만족도, 근무성적평정 공정성, 임금, 업무량, 공직 사회

적 평가, 업무 자율성, 업무량 등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직

의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중요 변수로 선정

되지 않았던 공직 장래성 만족도가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임

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데이터 분할의 문제를 고려하여 hold-out 교차검

증과 k-folds 교차검증을 진행하였다. 각 교차검증 수행하여 최종 도출된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대하여 모형의 과적합여부와 예측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비교하여 우수한 모형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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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끝으로, 본 연구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 현상을 예측함에 있

어서 시계열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특정 연도 또는

기간의 이직의도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

해왔다. 이러한 예측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가정을 한다. 첫째, 유사한 데

이터를 많이 구축한다면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시계열적 안전성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미래 예측에 있어서

유사한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축적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는 모형을 도출

할 경우 모형의 예측력이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에 앞서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기회가

있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

한 상당한 량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서 제외된 데

이터의 량이 약 3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해당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향후 이직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그리

고 보통인 집단을 구분하여 데이터 손실 없이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이직의도의 예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지

닌다. 이직의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설명모형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예측

모형과 설명모형을 함께 고려한 논문이 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점 간 모형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 예측을 위한 예측모형을 구축

하였을 때 예측력이 왜 낮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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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partition fraction 진행*/
options fullstimer;
ODS GRAPHICS ON;
PROC HPSPLIT DATA=RANDOUT1;
CLASS 이직의도 ;
MODEL 이직의도(EVENT="0")= 업무량 직무자율성1 직무자율성2 
       직무자율성3 성과 승진1 승진2 임금 후생복지1 후생복지2 
       공직만족도1 공직만족도2 공직만족도3 공직만족도4 
       상대적역량박탈감 상대적복지박탈감 상대적임금박탈감 
       성별 연령 현재직급 근속연수 학력 소속 채용방식;
GROW GINI;
PARTITION ROLEVAR=_ROLE_(TRAIN="Train" VALIDATE='Valid');
PRUNE COSTCOMPLEXITY; 
RUN;

분석코드 2- 의사결정나무 분석코드(hold-out방식)

<표 12> 분석 코드

/* 데이터 셋 구분 */

%let propTrain = 0.6;

%let propValid = 0.2;

%let propTest = %sysevalf(1 - &propTrain - &propValid);

/* 각 관측치의 역할을 변수에 지정 */

data RandOut;

array p[2] _temporary_ (&propTrain, &propValid);

array labels[3] $ _temporary_ ("Train", "Validate", "Test");

set total1; call streaminit(123);

k = rand("Table", of p[*]);

_ROLE_ = labels[_k]; drop _k; run;

분석코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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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ETHOD 옵션은 교차검증을 수행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데,

CVMETHOD=RANDOM을 활용하면 k-folds 교차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k값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10의 값을 가진다.

/*k-folds cross validation*/
options fullstimer;
ODS GRAPHICS ON;
PROC HPSPLIT DATA=RANDOUT1 CVMODELFIT CVMETHOD=RANDOM 
SEED=123;
CLASS 이직의도 ;
MODEL 이직의도(EVENT="0")= 업무량 직무자율성1 직무자율성2 직무자율성3
       성과 승진1 승진2 임금 후생복지1 후생복지2 공직만족도1 
       공직만족도2 공직만족도3 공직만족도4 상대적역량박탈감 
       상대적복지박탈감 상대적임금박탈감 
       성별 연령 현재직급 근속연수 학력 소속 채용방식;
GROW GINI;
PRUNE COSTCOMPLEXITY; 
RUN;

분석 코드3 - 의사결정나무 분석코드(k-folds 방식)

/*1) 최종 의사결정나무 모형 내보내기(CODE FILE)*/

ODS GRAPHICS ON;
PROC HPSPLIT DATA=RandOut1;
CLASS 이직의도 성별 소속;
MODEL 이직의도(EVENT="0")= 업무량 직무자율성1 직무자율성2 직무자율성3
       성과 승진1 승진2 임금 후생복지1 후생복지2 공직만족도1 
       공직만족도2 공직만족도3 공직만족도4 상대적역량박탈감 
       상대적복지박탈감 상대적임금박탈감 
       성별 연령 현재직급 근속연수 학력 소속 채용방식;
GROW GINI;  
PARTITION ROLEVAR=_ROLE_(TRAIN="Train" VALIDATE='Valid');

분석 코드4 - 최종모형의 예측력 분석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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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NE COSTCOMPLEXITY(LEAVES=20); 
OUTPUT OUT=SCORED;
CODE FILE='D: \TURNOVER \decisiontree_1205.sas'; RUN; 

/*2) 모형 형성에 활용한 규칙을 평가용(test) 데이터에 적용하여 예측력 
확인*/
DATA SCOREDTREEVAL;
SET RANDOUT1(WHERE=(_ROLE_="Test"));
%INCLUDE "D:\TURNOVER\decisiontree_1205.sas"; RUN; 

1) 모형 내보내기(OUTMODEL)
PROC LOGISTIC DATA=RANDOUT1(WHERE=(_ROLE_^="Test")) 
PLOTS(ONLY)=ROC OUTMODEL=LMODEL;
CLASS 이직의도 성별 소속/ PARAM=REF;
MODEL 이직의도(EVENT="0") =   업무량 직무자율성1 직무자율성2 직무자율성3
성과 승진1 승진2 임금 후생복지1 후생복지2 공직만족도1 공직만족도2  공직만족도
3 공직만족도4 채용방식 상대적역량박탈감 상대적복지박탈감 상대적임금박탈감
성별 연령 현재직급 근속연수 학력 소속; RUN;

2) 새로운 데이터에 모형 적용하여 예측력 확인하기
PROC LOGISTIC INMODEL=LMODEL;
SCORE DATA=RANDOUT1(WHERE=(_ROLE_="Test")) OUT=LOGISTIC2 FITSTAT;
RUN;

분석 코드 5 - 로지스틱 모형의 예측력 분석코드

* 1) 교차검증을 수행;
PROC HPLOGISTIC DATA=RANDOUT1(WHERE=(_ROLE_^="Test")) ;
CLASS 이직의도 성별 소속/ PARAM=REF;
MODEL 이직의도(EVENT="0") =   업무량 직무자율성1 직무자율성2 직무자
율성3

분석코드 6 - 교차검증을 통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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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승진1 승진2 임금 후생복지1 후생복지2 공직만족도1 공직만족도2  공
직만족도3 공직만족도4 채용방식 상대적역량박탈감 상대적복지박탈감 상대
적임금박탈감
성별 연령 현재직급 근속연수 학력 소속/  lackfit ;
PARTITION ROLEVAR=_ROLE_(TRAIN="Train" VALIDATE='Valid');
OUTPUT OUT=LOGI_SCORE;
CODE FILE='D:\TURNOVER\LOGISTIC2.sas'; RUN;

* 2)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
DATA SCOREDLOGISTIC1;
SET RANDOUT1(WHERE=(_ROLE_="Test"));
%INCLUDE 'D:\TURNOVER\LOGISTIC2.sas'; RUN; 



- 96 -

Abstract

Predicting government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factors using a decision tree approach

Lee Min Ah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urnover intention has been identified as a serious issue

because it can cause negative impact on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In the previous studies, the concept of the turnover

intention has been dealt with in two ways. First, it has been

regarded as an antecedents variable or surrogate variable of the

turnover. And it also has been one of the ways to express their

negative voice toward the organization. In both perspectives, turnover

intention is indispensable issue in government organizational research.

By using a decision tree approach, this study aims to clarify

important attributes of public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In

previous studies, it is revealed that generalizing results of studies is

highly complicated due to the differences of data, method, and model.

Furthermore, there is a problem with prediction model in previous

researches. Most papers on turnover intention interpret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explanatory model as a predictive result.

However, explanation and prediction of a particular phenomenon

might be different.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build a prediction

model considering scientific philosophy about explan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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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The procedure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is paper is

based on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s more than 10,000 observations from 2013 to 2018. Second,

CART algorithms, which provides pruning procedure to maximize

predictive performance, was used to predict the turnover intention.

Third, several cross validation methods were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predictive model. For minimizing data dependency, which

is known as a limitation of data mining, hold-out and k-folds

methods were used in this paper. Lastly, this study compared

decision tre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to reveal which

predictive model has the highest prediction rat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shows how prediction should be different from explanation using

scientific philosophy. Second,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revious

studies since it finds out significant variables for each high and low

turnover intention groups. Third, this paper includes two aspects of

prediction. One is prediction of new data, which randomly selects data

into training, validation and test data sets. The other one is future

data, which forecast the data of 2018 by data from 2013 to 2017. This

method has academic value since it verified the hypothesis about time

series stability which means enough previous data guarantee accurate

prediction about future. Fourth, it is academically significant because

it attempts to identify the over-fitting problem by various cross

validation(hold out and k-folds cross validations) methods. Lastly,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since it compared the results with

logistic regression to find out better predic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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