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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직 안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은 다양한 동기의 공존 결과임에도 불

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병원조직이 경험하고 있는 인력관리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인력확보를 위한 물리적 보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현

재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난 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은 과도한 업무량, 낮은 

임금으로 축약될 수 있다. 인력확충과 관련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있어서 

외적보상을 통한 접근은 필수적이지만, 개별 의료기관이든, 아니면 정책적으

로든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병원종사자의 대부분은 전문

직으로 이들의 행동은 내적/외적 동기 이외에 전문직 직업윤리의 영향을 많

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의료는 공공성을 지닌 사회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이

다.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의 ‘건강권’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헌법을 통해 보장받는 개인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공공선을 달성하는 조직

이며, 이는 특히 공공병원 기능과 역할에 강조되어 온 핵심특성이기도 하다. 

병원의 사회적 책임은 도덕적 의무차원으로 조직의 자원과 능력을 공공선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병원의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전문직으로 구성

된 병원구성원들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병원구성원은 병원 입사 전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 

안녕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헌신하겠다는 전문직업윤리 선서를 한다. 이

는 의료의 공적이고 이타적 성격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생산, 제공하는 

병원조직과 그 구성원들 역시 의료의 공공성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병원조직 특성 중 하나는 서로 상충하거나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가치

와 비전을 추구하는 조직체라는 점이다. 조직의 가치체계는 구성원 개인의 

가치체계와 신념, 태도, 나아가 행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병원조직과 

구성원에게 의료의 공공성 가치는 이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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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이다. 따라서 병원구성원의 조직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

료인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외적동기와 더

불어 ‘의료’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신념, 태도 등 다양한 요

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병원조직의 인력관리를 행정학의 “공공서비스동

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실무적으로는 병원조직의 효과적 인적자원관

리 방안을, 정책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의 공공서비스 가치 함양 방안을 제

안하고, 학술적으로는 보건의료조직 연구의 방법론과 연구주제를 확장해보

고자 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우리 보건의료 사회가 잊고 있었

거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낮아서 미루어져 있던 ‘동기관리’의 중요성을 되새

겨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료는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1곳과 민간병원 1곳의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병원시장의 규모와 보건

의료조직 종사자의 수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극히 일부분이므

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미리 밝혀둔다. 연구대상

이 2개의 개별병원으로 한정적이긴 하지만, 공공과 민간이라는 병원유형 구

분이 가능하고, 병원 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보건의료

조직 연구에서는 자료획득이 어려운 의사직을 포함, 다양한 직종을 모두 포

함되어 있다. 연구자료의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한 병원종사

자의 전문직 특성과 PSM을 통한 조직행태 분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동기’연구라는 점에서, ‘개인의 동기는 조

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조직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개인-환경 적합

성 이론의 기본가정을 PSM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

인의 이타적이고 친사회적 동기인 PSM과 병원조직의 조직가치 간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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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익창출, 효율성 향상, 

질 향상, 공공성 향상이라는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거나 상충할 수 있는 가

치체계의 수립을 요구받는 공공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과 조직의 

PSM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개인과 조직의 PSM 적합성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이 높아졌다. PSM 하위영역에서는 ‘공공서비스 호감’과 ‘동정심’ 및 ‘자

기희생’ 영역에서 개인과 조직이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수록, 그리고 조직의 

‘공공서비스 호감’이 개인보다 높을 때 개인의 조직몰입이 유의하게 높아짐

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병원이 원래 수행해야 하는 고유기능, 즉 공공병원

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고, 병원의 내․외부를 향하여 조직이 

추구하는 공공가치와 미션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유하는 모습을 구성원들

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병원종사자의 PSM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영향요인 

중에는 병원종사자의 전문직 특성에 주목, 이들의 전문직 정체성과 조직 정

체성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화 관련 요인, 특히 병원 입사 전 경험한 

일반사회화 요인인 전문직동일시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은 선행연

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개인의 PSM 형성에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직의 비중이 매우 높

은 조직인 점,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특히 그 영향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

난 점은 개별 병원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전문직으로의 사회화 과정은 조직입사 

전, 즉 고등교육기관에서부터 시작되어 조직입사 후에도 전문직종별 보수교

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대학 내 보건 관련 학과 교육과정과 더불어 전문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

육 등에 의료의 공공성, 또는 공공의료와 관련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포함

된다면, 병원종사자의 PSM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연구에서는 병원종사자의 PSM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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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병원종사자의 PSM은 내

적, 외적동기와는 구별되는 동기요인이며, 간접적으로 병원종사자의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

다. 이러한 PSM의 효과는 병원유형(공공-민간)과 직종(의료-비의료)에 따

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개인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동기요인은 보상과 관련한 외적동기였다. PSM 함양과 더불어 이들의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직종별 비교연구에서 PSM 하위

영역 중 ‘자기희생(SS)’ 영역의 효과가 의사와 간호사, 즉 의료직에서 지속

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의 크기도 큰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병원

종사자, 특히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문직의 PSM은 ‘자기희생’

이라는 이타적 동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는 의료전문직의 PSM 관리방안 모색의 중요한 지점을 알려줌과 동시에, 학

술적으로 PSM의 하위영역인 ‘자기희생’ 영역과 의료전문직의 직업윤리 간 

개념적 구분, 의미 등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본 연구는 첫째,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의료서비스 고유의 가치를 개인의 

동기에 접목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병원 내 인력문제가 임금인상과 같

은 구조적 접근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둘째, 동기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PSM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논의되어 온 ‘내적, 외적 동기부여’ 외에 개인의 동기부여를 위해 공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조직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함으로

써 병원 인사관리와 나아가 보건의료 인력관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공공서비스동기,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의료전문직, 전

문직사회화  

학번 : 2012-30643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제2절 연구목적 ···················································································  6

제3절 연구구성 ···················································································  7

제2장 문헌고찰 ·······························································  9

제1절 공공서비스동기 ········································································  9

    1. 공공서비스동기의 개념 ·······················································  9

    2. 공공서비스동기의 구성요소와 측정도구 ····························  12

    3. 공공서비스동기의 영향요인과 효과 ··································  16

제2절 공공서비스동기와 보건의료전문직 ·······································  25

    1. 공공서비스동기와 전문주의 ···············································  25

    2. 보건의료전문직 대상 공공서비스동기 선행연구 ·············  29

제3절 기존 연구의 한계 ····································································  31

제3장 개인-조직 공공서비스동기 적합성과 조직몰입 ·······  35

제1절 개인-조직 적합성과 공공서비스동기 ···································  35

제2절 연구방법 ···················································································  38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  39

    2. 변수설명 ················································································  41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  42



제3절 연구결과 ···················································································  45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45

    2. 변수별 기술통계 ··································································  47

    3. 개인과 조직의 공공서비스동기 수준과 차이 ··················  48

    4. 개인-조직 공공서비스동기 적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  48

제4절 고찰 ···························································································  52

제4장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 영향요인 ······   59

제1절 연구가설 설정 ·········································································  59

제2절 연구방법 ···················································································  63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  63

    2. 변수설명 ················································································  66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  68

제3절 연구결과 ···················································································  70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70

    2. 주요 변수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  72

    3.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 수준 ··································  75

    4.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 영향요인 분석결과  ·······  81

제4절 고찰 ···························································································  92

제5장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  96

제1절 연구가설 설정 ·········································································  96



제2절 연구방법 ···················································································  99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  99

    2. 변수설명 ················································································  99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  101

제3절 연구결과 ···················································································  104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104

    2. 잠재변수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  107

    3. 잠재평균 분석결과 ······························································  110

    4. 구조방정식을 통한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  115

    5.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통한 병원별, 직종별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  122

제4절 고찰 ···························································································  128

제6장 결론 및 제언 ····················································  132

참고문헌 ·······················································································  139

부    록 ······················································································  155

Abstract ······················································································  164



표 목차

[표 1] PSM의 개념적 정의  ··········································································· 11

[표 2] PSM 구성요소 및 측정도구별 하위영역  ········································· 15

[표 3] PSM 결과 관련 선행연구 ···································································· 18

[표 4] PSM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 23

[표 5] 연구 1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0

[표 6] 연구 1 -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46

[표 7] 연구 1 - 변수별 기술통계량 ······························································ 47

[표 8] 연구 1 - 변수별 상관관계 ·································································· 49

[표 9] 직종 및 근무경력별 개인과 조직의 PSM수준과 차이 비교 ············ 50

[표 10] PSM 영역별 다차항회귀분석 타당도 분석결과 ······························· 53

[표 11] 개인-조직 PSM 적합성과 조직몰입 다차항회귀분석 결과 ·········· 55

[표 12] 연구 2 - 설문조사 개요 ··································································· 64

[표 13] 연구 2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65

[표 14] 연구 2 -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71

[표 15] 연구 2 – 변수별 기술통계량 ·························································· 73

[표 16] 연구 2 – 변수별 상관관계 ······························································ 74

[표 17]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PSM 수준 ····························· 76

[표 18] 병원 및 직종별 PSM 수준 비교 ······················································ 78

[표 19] PSM 잠재평균분석 – 병원별 ·························································· 80

[표 20] PSM 잠재평균분석 – 직종별 ·························································· 80

[표 21] t-test와 잠재평균을 통한 병원별, 직종별 PSM 차이 비교  ······· 81

[표 22] PSM 영향요인 분석결과 - 전체 ······················································· 87



[표 23] PSM 영향요인 분석결과 – 공공서비스 호감 영역 ························ 88

[표 24] PSM 영향요인 분석결과 – 공공가치 몰입 영역 ··························· 89

[표 25] PSM 영향요인 분석결과 – 동정심 영역 ········································· 90

[표 26] PSM 영향요인 분석결과 – 자기희생 영역 ····································· 91

[표 27] 연구 3 -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106

[표 28] 연구 3 - 변수별 기술통계량  ······················································· 108

[표 29] 연구 3 - 변수별 상관관계 ······························································· 109

[표 30] 연구 3 – 연구대상자의 병원별, 직종별 잠재변수 평균 비교 ···· 110

[표 31] 잠재평균분석을 위한 동일성 검증 - 병원별 ······························· 112

[표 32] 잠재평균 분석 – 병원별 ································································ 113

[표 33] 잠재평균분석을 위한 동일성 검증 - 직종별 ······························· 114

[표 34] 잠재평균 분석 – 직종별 ································································ 115

[표 35] PSM 구조모형 분석결과 - 직접효과 ············································ 119

[표 36]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을 활용한 간접효과 분석결과 ················· 120

[표 37] PSM 구조모형의 직접, 간접 및 총효과 분석결과    ················ 121

[표 38] 다중집단 분석을 위한 측정동일성 검증 – 병원별 ···················· 123

[표 39] 다중집단 분석을 위한 측정동일성 검증 – 직종별 ···················· 123

[표 40] PSM 효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결과  - 병원별  ···················· 126

[표 41] PSM 효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결과  - 직종별  ···················· 127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구성 ································································································ 8

[그림 2] PSM 과정이론 ··················································································· 20

[그림 3] 제도적 맥락에 따른 PSM 형성과정 ··············································· 21

[그림 4] 연구의 분석 틀 ·················································································· 34

[그림 5] 연구모형 1 – 개인-조직 PSM 적합성과 조직몰입 ····················· 44

[그림 6] 개인-조직 PSM 적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56

[그림 7] 연구모형 2 – 병원종사자의 PSM 영향요인  ····························· 69

[그림 8] 연구모형 3 – 병원종사자의 PSM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102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보건의료학계에서 ‘의료는 공공재인가?’와 관련하여 온전한 합

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의료서비스가 공공성을 지닌 사회적 성격을 가

진 서비스라는 점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

해 개인의 ‘건강권’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헌법을 통해 보장받는 개인의 기

본권을 실현하고, 공공선을 달성하는 조직이며, 이는 특히 공공병원 기능과 

역할에 강조되어 온 핵심특성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국제 생명윤리 위원회

의 “사회적 책임과 건강에 대한 보고서(2010, Report of the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of UNESCO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health)”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편적 윤리 기준과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병원의 사회적 책임은 도덕적 의무차원으로 조

직의 자원과 능력을 공공선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병원의 이러한 사

회적 책임은 전문직으로 구성된 조직구성원들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이라

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병원구성원들은 

병원조직 입사 전에 환자의 건강, 생명, 안녕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헌신

하겠다는 직업윤리 선서를 한다. 이는 의료의 공적이고 이타적 성격을 보여

줌과 동시에 이를 생산, 제공하는 병원조직과 그 구성원들 역시 의료의 공

공성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의료가 항상 공적이고 이타적인 것은 아니다. 병원조직은 의료시장에서 

생존과 수익창출을 위해 다른 병원조직과 경쟁한다. 경쟁의 심화와 병원을 

둘러싼 제도적, 규범적, 문화적 환경은 병원조직으로 하여금 ‘고효율’, ‘저비

용’, ‘의료의 질 향상’을 추구하도록 만들었고, 이에 병원조직은 전략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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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조직체가 되었다. 전략적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과 성과향상은 공

공병원과 민간병원이 똑같이 추구하는 조직목표이다. 

인적자원관리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경영의 한 부분이다. 고도의 전

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전문인력의 집결체로 ‘태생적으로 복잡

한 조직체’(Berwick et al., 2008; 유명순, 2010 재인용)인 병원조직에서 정

교한 인적자원관리를 비롯한 전략적 조직관리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뿐 아니라 실제 업무현장에서도 강조되었다. 인적자원관리는 병원 경영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이완, 2006)이자 병원의 핵심자원을 관리하는 

분야로 경영관리 중 중요성이 큰 분야이다(Khatri et al., 2006).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1)는 현재 우리나라 병원조직 대다수가 경험

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의 어려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병원 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각종 통계지표들은 병원 내 인력을 더 충원하라는 

정책적 압력 혹은 지원을 증가시켰지만, 서울의 대형 상급종합병원, 일명 

‘빅5 병원’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 인적자원관

리에서 ‘어떤 인재를 채용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기존의 인력을 유지할 

것인가?’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을 관리해야 할 국가에서는 인적자원의 분배보다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급여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보건사업 육성 등을 더 시급한 현안으로 처리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배출과 배치에 대한 청사

진의 부재로 귀결되었다.2) 병원조직의 인력충원 혹은 인력확보의 문제가 오

1) ‘OECD 보건통계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연간 16.6

회’, 평균재원일수 ‘18.5일’로 많지만, 병원인력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주도의 보건의료관리 방안 및 방향성이 부재하였지만, 다행히 2019년 4월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

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고, 보건의료인력원이 설립되어 인력문제와 관

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들이 시행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

건의료노조, 2019.04.05 기사문 인용). 공공보건의료 인력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간 인력수급과 관련한 논의만 이루어지다가 지난 2018년 10월 “(필수의료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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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이 병원조직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현재 조직에 있는 

기존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들의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최적의 성과

를 달성할 방안, 즉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적자원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조직구성원들의 “동기”관리이다. 동기는 

이미 조직행동학, 심리학 등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대표적인 핵심 변수

로(Staw, 1984), 개인의 행동과 결과변수에 대한 원인이자, 개인과 조직의 

성과 및 효율성의 결정적 영향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Prichard & 

Campbell, 1976). 높은 이직률, 인력 부족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병원조직

에서 근로조건, 근무환경 및 임금인상 등 외적보상체계의 강화는 병원구성

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긍정적 직무태도 향상에 필

요한 요인이지만, 충분요인은 아닐 수 있다. 병원구성원의 특성을 ‘공공적 

가치를 지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다양한 

동기요인으로 이들의 직무태도와 조직행동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개인보

다는 집단정체성을 우선시하는 전문직의 경우 전문주의, 즉 집단규범의 강

도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가 갖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거나(Goodrick & 

Salancik, 1996; Andersen, 2009; 채연주 & 윤세준, 2013), 공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의 경우 개인의 공공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이

하 PSM)(Bright, 2008; Steijn, 2008; 김태호 & 노종호, 2010)가 조직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성과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난 병원인력 문제의 원인은 ‘과도한 업무량’, 

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발표를 통해 

인력의 질 관리 차원에서 보수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관련 사업은 12대 과제 중 총 3개로, 이 중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인력수급

과 관련된 정책과제이며, “필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관리”, “공공보건의

료기관 역량 제고”는 선발된 인력의 관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인

력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센터와 교육센터 등을 

신설할 예정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필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관리”로 

표현되어 있지만, 관리보다는 양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인력관리 부분은 

교육훈련센터의 기능 확대이고, 의료기관의 역량제고를 위한 방안은 기술지원과 

병원설계 가이드라인, 평가컨설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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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으로 축약될 수 있다(김광점, 2012). 지리적 문제(지방소재), 조

직 혹은 직종문화(간호직의 ‘태움’ 문화), 인간관계 등 다양한 원인들도 거

론되지만, 지금의 인력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있어서 “외적보상”을 통한 접

근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외적보상을 통한 접근이 인력문제 해

결의 충분조건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미지수이다. 또한, 인력관리의 책임

이 전적으로 개별 의료기관에 있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부재한 현 상황

에서 문제를 해결할, 즉 일이 힘들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일을 그

만두려는 개인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있는 병원조

직은 거의 없다.3) 병원조직에서의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 특기 “동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의 인력문제 현상을 바라본다면, 지금과 같은 외적보상으

로 이들의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개인의 행동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동기가 공

존하여 영향을 주지만(Le Grand, 2006), 병원종사자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력의 동기와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고(Dussault, 1998; Franco et al., 

2002), 주로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혹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라는 전통적 

동기요인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 동기요인들은 일반적인 인

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공공적 성

격을 가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으로서의 병원종사자의 특성을 보

여주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개인-환경 적합성(Person-Environment Fit, Chatman, 1989; 

Kristof-Brown et al, 2005)’의 관점4)에 따르면, 병원조직의 특성은 구성원 

3) 최근에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 임금 인상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임금상승을 통한 인력충원의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실제로 병원 내 인건비가 상승했지만 인력충원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병원이 여전히 많다(청년의사 2019.11.26. 기사문. “‘적자 늪에 빠진 중소병

원들... 의사인력난에 인건비 급증”).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9 보건의료인력 실

태조사 결과, 도시보다 농촌 지역 의료인력의 보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농촌지역에서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병원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4) 개인의 행동이 사람과 환경의 함수로 설명된다는 Lewin(1951)의 주장처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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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체계와 신념, 태도, 나아가 행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병원조직과 구성원에게 의료의 공공성 가치는 이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병원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병원인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

장 우선으로 충족되어야 할 외적보상과 더불어 이들이 ‘의료’라는 공공서비

스에 대하여 지닌 가치, 신념, 태도 등 다양한 동기요인들을 함께 살펴보아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구성원의 ‘다양한 동기’로 이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 이직의도를 설명함으로써 병원의 인력관리 문제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

고자 한다.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업무량을 줄이는 것과 같은 외적보

상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접근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현 상황에서, 병원구

성원의 조직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본 연구는 행정학의 “공공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개

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무적으로는 병원조직의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정책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의 공공서비스 가치 함양 방안을 제시하

고, 나아가 학술적으로는 보건의료조직 연구의 방법론과 연구주제 확장에 

기여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자료는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1곳과 민간병원 1곳의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병원시장의 규모와 보건

의료조직 종사자의 수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극히 일부분이므

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미리 밝혀둔다. 연구대상

이 2개의 개별병원으로 한정적이긴 하지만, 공공과 민간이라는 병원유형 구

분이 가능한 점, 병원 내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보

건의료조직 연구에서는 자료획득이 어려운 의사직종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

직 안에서 구성원 개인의 동기와 가치, 신념, 태도 및 행동 등은 조직과 개인의 

업무, 상사와 동료 등 다양한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따라서 

개인과 환경 간 관계, 즉 얼마나 이 둘이 잘 맞는가에 따라 성과와 태도가 달라

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개인-환경 적합성(Person-Environment Fit, 

Chatman 1989; Kristof-Brown et al, 20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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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포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한 전문직 특성이 반영된 

PSM을 통한 병원종사자의 조직행태 분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종사자의 조직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

개념으로 PSM 개념을 소개하고, 병원종사자의 PSM의 영향요인과 직무만

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

건의료종사자의 PSM 함양을 위한 실무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 제안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중요 목적이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의 동기와 조직의 가치체계의 상호작용이 구성원 개인의 

조직행태에 영향을 주는지 탐색한다.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에 따르면, 개

인의 동기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을 때 부정적 조직행태가 나타

날 수 있다. 공공병원을 향한 수익창출(적자감소)과 효율성 향상에 대한 사

회적 요구에 따라 조직의 비전과 가치, 미션 등을 민간병원과 유사하게 바

꾸고 있는 공공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들의 

동기와 조직의 가치체계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조직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탐색해 본다. 

둘째, 병원종사자의 PSM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PSM 영향요인 중 

Perry(2000)의 과정이론과 Vandenabeele(2007), Perry & Vandenabeele 

(2008)의 제도이론에서 강조한 개인의 사회정체성의 역할에 주목하여 전문

직으로서 병원종사자의 특성은 이들의 PSM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분

석한다. 사회정체성과 PSM의 관계가 병원 또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파악한다. 

셋째, PSM이 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이직의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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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PSM의 효과는 기존의 병원종사자의 동기요인으로 

설명되어 온 내적, 외적동기와 내적, 외적동기 외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주

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PSM 연구가 확장될 수 있었던 강점 중 하

나는 PSM이 개인의 조직행태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었다. 

즉,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개인의 PSM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도과 조직몰입이 높아지고, 이직의도는 낮아질 뿐 아니라 조직과 개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병원종사자들의 PSM은 이들의 

조직행태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 관계가 병원 또는 직종에 따라 차이

가 나는지 파악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실무적, 정책

적, 학술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증거기반의 제언을 도출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마지막 목표이다. 

제 3 절 연구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의 핵심개념인 PSM와 관련한 개념설명과 방법론, 

영향요인과 결과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PSM의 영향요인과 

결과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시 실증연구와 더불어 각각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도 함께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PSM과 전문주의, 

그리고 외국의 보건의료인력 대상 PSM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병원종사자의 PSM 경로모형과 관련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개인과 환경 적합성 이론 중 개인-조직 가치일치의 역할과 내

용에 초점을 두고,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의 동기와 조직의 가치체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조직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양적분석을 

위하여 개인의 동기와 조직의 가치 간 상호작용을 ‘개인-조직 PSM 적합성’

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다차항회귀분석과 반응표면분석을 통해 조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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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사회정체성 이론을 근거로 전문직으로서의 병원종사자의 특성

이 개인의 PSM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부분석으로 PSM 영향요인

이 병원별, 직종별로 다른지 분석함으로써 병원종사자의 PSM 영향요인 특

성은 무엇인지, 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병원종사자의 PSM을 비롯한 다양한 동기요인이 이들의 조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PSM이 기존의 내적동기, 친사회적 동기 

및 이타적 동기와는 구별된 개념인지, 유사개념 간 비교와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 후 개인의 외적, 내적동기와는 더불어 조직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동기요인과 조직행태 간 관계가 병원별로, 직종별로 차이

가 나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의 함의를 이론적, 정책적,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림 1] 연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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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고찰   

제 1 절 공공서비스동기 

1. 공공서비스동기 개념 

전통적으로 동기는 인간의 행동, 특히 목표지향적 행동을 설명해주는 심

리적 과정으로 다루어져 왔다(Mitchell, 1982). 개인의 행동은 주로 합리적

(rational)이고 이기적(self-interest)인 관점에서 해석되었다(Perry & Wise, 

1990; Perry, 2000). 이러한 관점은 공공의 가치, 전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

익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에, 행정학 분야에서는 1990년대부터 “공공서비스동기” 개념을 개발하

였고(Perry & Wise, 1990), 이후 행정학을 넘어 다양한 학문에서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PSM 연구의 활성화는 개념을 구체화한 Perry & Wise(1990)의 연구 이

후이지만, 용어의 사용 및 관련한 연구의 시작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의 기조가 시작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였다. 민간영

역의 대표적 관리기법인 물질적 보상, 즉 성과급을 통한 관리방안이 공공영

역에 도입되었고, 성과급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과 공공영역의 전통

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 입장에서 공공과 민간영역 비교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졌다. 이 중 Rainey(1982)는 기존 연구와 달리, 보다 엄격한 비

교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기존의 연구가 단순히 보상선호에 대한 영역의 비

교에만 초점을 둔 반면, Rainey(1982)는 보상선호 비교와 더불어 공공영역

의 특성인 ‘이타적 동기’와 ‘공공서비스 제공에의 동기’에 대한 비교를 추가

하였다. 연구결과, 이타적 동기에 대한 영역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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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는 공공영역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로써,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기의 영역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민간에서도 이타적 동

기를 바탕으로 조직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차원에서 지역사회 봉사 등 이타

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자체를 ‘공공서비스’라고 인식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Rainey(1982)는 “공공서비스동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공공영역만의 특수한 동기인 PSM에 대한 개

념적 연구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Perry & Wise(1990)는 Rainey(1982)가 처음 사용한 PSM 개념을 구체화

하면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독특한 개인적 성향”5)이라고 

정의하였다(김진영, 2018). 이들의 주장은 기존의 동기이론들은 개인의 내, 

외적 요인 중 심리적 요인과 물리적, 경제적 요인에만 집중함에 따라 개인

의 가치와 윤리적 의무감, 사회적 규범 등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Shamir(1991)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개념적 정의와 더불어 

이들은 PSM의 3가지 기본명제6)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개인의 PSM이 높

을수록 개인의 공공조직 구성원이 되고자 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 둘째, 공

공조직에서 개인의 PSM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성과가 높을 것이며, 그리

고 마지막으로 공공조직에서는 개인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상체계에 크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였다. Perry & 

Wise(1990)의 연구는 공공영역만의 독특한 특징과 어떤 개인이 공공조직에 

들어오는지, 공공조직 선택 동기에 초점을 두었다. 이로 인하여 이후 연구에

5) “An individual’s predisposition to respond to motives grounded primarily or 

uniquely in public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Perry & Wise, 1990:368)
6) Proposition 1: “The greater an individual’s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 

more likely the individual will seek membership in a public organization.”

   Proposition 2: “In public organizations, PSM is positively related to 

individual performance.”

   Proposition 3: “Public organizations that attract members with high level of 

PSM are likely to be less dependent on utilitarian incentives to manage 

individual performance effectively.” (Perry & Wise, 1990; Perry, Hondeghem 

& Wis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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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당 연구가 PSM 개념을 공공영역에만 한정했을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좁게 해석했다는 한계점을 

지적한 바 있다(Scott & Pandey, 2005; Vandenabeele, 2007). 

학자 PSM 개념적 정의 

Perry & Wise 
(1990:368) 

공공기관 또는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독특한 개인적 성향

Brewer & Selden
(1998:417)

개인으로 하여금 의미있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유
인하는 동기부여적 영향력 

Rainey & Steinbauer
 (1999:23) 

공동체, 국가, 국민 또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일반적 이타적 동기 

Taylor 
(2007:934)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유익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동기들의 혼합체 

Vandenabeele
(2007:547)

개인 또는 조직의 이익을 넘어 더 큰 정치적 실체의 이
익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개인의 
신념, 가치 및 태도

Perry & Hondeghem 
(2008: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행을 하거나 사회의 안녕에 기여
하려는 의도를 가진 공공영역에서의 동기와 행동 

김상묵
(2013:18)

공공가치 실현과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기

Gould-Williams et 
al. (2013: 597)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유익한 행동에 동참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가치 또는 태도 

[표 1] PSM의 개념적 정의  

  출처 - 김상묵(2013)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이후 여러 학자가, 혹은 연구에서 PSM의 개념적 정의를 많이 제시하였으

나, 아직 합의된 개념적 정의는 없다 ([표 1] 참고). 학자와 연구마다 사용

한 개념적 정의는 다르지만, 공통된 점을 추슬러 본다면, 1) PSM은 공공영

역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 2) 개인의 이타적 특성을 강조한다는 

점, 3) 외적동기보다는 내적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

에서 많이 인용하는 개념적 정의는 Perry & Wise(1990)의 초기 개념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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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Brewer & Selden(1998), Rainey & Steinbauer(1999), Vandenabeele 

(2007) 및 Perry & Hondeghem (2008)가 제안한 정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한국적 맥락에서 PSM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한국형 측정도구를 제안

한 김상묵(2013)의 정의에 따라 개인의 PSM을 “공공가치 실현과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기”(김상묵, 2013:18)로 정의하기로 한다. 

2. 공공서비스동기의 구성요소와 측정도구 

Perry & Wise(1990)에 따르면, PSM은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 개념으로, 

합리적(rational), 규범적(norm-based), 그리고 정서적(affective) 차원으로 

구분된다. 규범적 차원은 공동체(사회)와 정부를 향한 의무감과 충성심으로

부터, 정서적 차원의 경우 프로그램 또는 사업 등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순수한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헌신과 몰입에서 유래되며, 합리적 차원

은 정책 과정에서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 시도에서 나오는 만족감과 연관

된다고 설명한다. 이들의 PSM 구성요소는 Knoke & Wright-Isak(1982)의 

동기이론7)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후 Perry(1996)의 PSM 측정도구 

개발 시 공공정책 호감도(attraction to policy making, APM), 공익물입

(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CPI), 동정심 (compassion, COM) 및 자

기희생(self-sacrifice, SS)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Brewer et al.(2000)은 Perry(1996)의 측정도구를 Q 방법론의 Q-표본으

로 활용하여 PSM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사마리아인

(Samaritans)’, 공동체주의자(Communitarians)’, ‘애국자(Patriots)’, 그리고 

‘인본주의자(Humanitarians)’ 4가지 구성개념이 도출되었고, 개인의 PSM은 

이상의 4가지 개념유형이 공존한다고 하였다. ‘사마리아인’은 사회 내 소외

계층을 돕는 일에 동기부여가 되며, 이들의 행동은 자기희생과 동정심과 같

은 정서적 차원에서 자극을 받아 나타난다. ‘공동체주의자’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강하여 공공봉사는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의무라고 인식

7) 개인의 동기는 합리적 차원뿐 아니라 규범적 순응과 정서적 유대 차원이 함께 

작동하여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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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행동한다. ‘애국자’ 유형은 더 큰 공동체, 즉 공익이나 국익을 위한 행

동에 동기부여되며, ‘인본주의자’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사회정의 실현의 열

망에 따라 동기부여가 된다. 

Perry & Wise(1990)와 Perry(1996)의 4가지 하위차원은 Perry(1996)의 

측정도구와 더불어 이후 PSM 연구를 위한 분석의 기본 틀을 제공함으로써 

큰 공헌을 하였으나, 이후 많은 연구에서 합리적 차원의 공공정책 호감도 

영역8)과 정서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간 구분의 불명확성9), 그리고 다른 국

가로의 적용가능성10)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Brewer et al., 2000; Wright 

& Pandey, 2008; Kim 2009; Kim & Vandenabeele, 2010). 이에 Kim & 

Vandenabeele (2010)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개인의 

가치와 실제 행동간 상호작용을 통해 동기가 부여된다는 점에 주목,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도 통용가능한 수정된 PSM 구성개념을 소개하였다. 

Kim & Vandenabeele(2010)의 수정된 개념은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수단적 동기(instrumental motives), 가치기반적 동기(value-based motives), 

동일시 동기(identification motives) 이상 4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수단적 동기는 의미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한 

동기이며, 가치기반적 동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공공가치와 관련

한 동기이다. 동일시동기는 타인과의 정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동기이며, 

8) 합리적 차원은 정치과정 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PSM의 기본 가치인 이타주의 정신과 맞지 않고 

(Kim & Vandenabeele, 2010), 개인의 이익 극대화라는 점에서 ‘결과의 논리

(logic of consequence)’(March & Olsen, 1989)로 묘사될 수 있음(Wright & 

Pandey, 2008)
9) 이타주의와의 개념적 중복과 더불어 규범적 차원에서 정부 또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것과 정서적 차원에서 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공

공정책에 몰입하려는 동기 간 구분이 어려움(Wright & Pandey, 2008)
10) Perry(1996)의 도구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적용한 연구결과에서 특히 

‘공공정책 호감도’의 적용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Ritz, 2011; 

Kim, 2009; Camilleri, 2006) 미국 안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연구자마다 도구

타당도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Coursey & Pandey, 2007; Alonso & 

Lowi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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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PSM의 3가지 구성요소는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가치(무엇을 위하여: 

가치기반적 동기), 태도(누구를 위하여: 동일시 동기) 및 행동(어떻게: 수단

적 동기)와 연결된다(김상묵, 2013). 

수정된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Kim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모

여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PSM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

행하였고, 그 결과 공공봉사호감도(attraction to public service), 공공가치 

몰입(commitment to public value), 동정심(compassion), 자기희생

(self-sacrifice) 4개 영역의 16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Kim 

et al., 2013). 

Kim et al.(2013)의 도구가 개발된 이후에도 여전히 PSM 연구에서는 

Perry(1996)의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김상묵, 2018). 하지만 

Perry(1996)의 원도구의 경우 문항 수(24문항)가 많은 제한점으로, 5문항

(Alons & Lewis, 2001; Brewer et al., 2000; Christensen & Wright, 

2011) 혹은 10문항(Coursey & Pandey, 2007)으로 이루어진 단축형을 사용

하거나, 연구마다 4가지 하위차원 중 2-3가지의 차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가 많았다(Choi, 2004; DeHart-Davis, Marlowe & Pandey, 2006; 

Moynihan & Pandey, 2007). 이상 살펴본 PSM의 하위 구성요소와 측정도

구별 하위영역 간 관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한편, PSM의 다차원적인 성격은 측정도구 개발 시 차원별 측정가능한 하

위영역으로의 개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측정 후 데이터 분석에서도 측정된 

다수의 영역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즉 분석모형과 관련하여서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Kim(2011)에 따르면, PSM처럼 다차원적 개념의 경

우, PSM이 각 하위영역에 의하여 설명된다고 가정하는지(형성적 모형, 

formative model), 혹은 PSM에 의해서 각 하위영역이 설명되는지(반영적 

모형, reflective model)인지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소방공

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형성적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11). PSM의 분석모형의 어려움은 특히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

11) 형성적 모형은 일반적인 회귀분석 결과처럼 각 하위영역이 PSM을 설명하는, 

즉 PSM의 영향요인인 것과 같은 구조이며, 반영적 모형의 경우 일반 구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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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대부분의 구조방정식 모형 통계프로그

램에서는 반영적 모형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 2차 요인 

형정적 모형의 분석 가능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학자 구성요소 하위영역 측정도구 

Perry & Wise 
(1990)

합리적 동기 정책에 대한 호감도 (APM) - 
3문항 

Perry (1996)
규범적 동기 공익몰입(CPI) 

- 5문항 

정서적 동기 
동정심(COM) 

- 8문항 
자기희생(SS) 

- 8문항 

Brewer et al. 
(2000)

사마리아인
공동체주의자

애국자
인본주의자

Kim & 
Vandenabeele 

(2010)

수단적 동기 공공봉사호감도(APS) 
- 4문항

Kim et al. 
(2013)

가치기반적 동기 공공가치 몰입(CPV) 
- 4문항 

동일시 동기 동정심(COM) 
- 4문항

자기희생 자기희생(SS) 
- 4문항 

[표 2] PSM 구성요소 및 측정도구별 하위영역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반영적 모형이든, 형성적 모형이든 모두 PSM을 2

차 요인으로 구분하였더라도 결과의 해석에서는 결국 개별 하위영역보다는 

전체 PSM의 단일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PSM을 단일차원으로 해

식 또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사용하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관계, 즉 PSM과 

4개 하위영역은 잠재요인으로 영역별 측정문항인 내생변수를 생성하는 구조이

다. PSM의 경우 PSM의 하위영역별로 측정문항을 갖는 다층구조로 2차 요인모

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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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PSM의 개별 하위영역은 모두 독자적으로 각

자의 의미와 원인, 그리고 결과가 다 다를 것이므로 이들을 구분하여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Perry & Vandernabeele 2015; Andersen & Pedersen, 

2012; Kim, 2011; Taylor, 2007). 본 연구에서는 병원종사자의 PSM을 측

정할 때 Kim et al.(2013)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에서 PSM의 전

체 수준 또는 단일효과와 더불어 하위영역별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3. 공공서비스동기의 영향요인과 효과 

PSM 연구동향은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개념설명과 측정도

구 관련 연구(1990-2005), 2) 측정도구 타당도 평가와 개념의 확산

(2006-2012, 3) 실제 인적자원관리에서의 활용을 위한 현실적 적용가능성 

방안의 모색(2013~) 등이다(Perry, 2014; Ritz et al., 2016). PSM 연구의 

발전과정은 Perry & Wise(1990)의 PSM의 개념적 정의의 확인과 더불어 

문제점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과 유사하다. 앞절에서 살펴본 Perry & 

Wise(1990)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PSM은 1) 공공영역에 적용되고, 2) 조

직에 들어오기 전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향(predisposition)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정태적(static) 특성을 가진 개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PSM은 공공영역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동기인가?”(Andersen et 

al., 2011), “개인의 PSM은 조직에 입사한 이후 변하지 않는 것인

가?”(Moynihan & Pandey, 2007; Park & Rainey, 2008)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PSM 개념을 활용한 실증연구는 크게 2축으로 진행되었다. 개인의 PSM

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형성요인을 찾는 연구와 PSM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흐름은 PSM의 정적(static) 또는 동태적(dynamic) 속

성과도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전대성 & 이수영, 2015). PSM과 

결과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의 경우, PSM은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

는 설명요인으로 대부분 PSM은 정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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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PSM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으려는 연구들은 PSM을 동태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조직 내 개인의 PSM을 높일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제시한다. 

본 절에서는 PSM의 영향요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공공서비스동기의 효과 

PSM이 개인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개념의 실용적 가치를 부여하

는 것으로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Vandenabeele et al, 2018). PSM의 영향요인과 관련한 연구와 비교할 때, 

PSM의 결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선

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메타분석 및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들(Ritz et al., 

2016; 김상묵, 2018; Homberg et al., 2015)이 발표되고 있다. 

개별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개인의 PSM은 직무몰입과 조직몰입

(Perry & Wise, 1990; Crewson, 1997; 김상묵, 2003; 손명구, 2006), 직

무만족(Perry & Wise, 1990; Brewer & Selden, 1998; 김상묵, 2003), 조

직시민행동(Kim, 2006) 및 조직성과(Naff & Crum, 1999; Brewer & 

Selden, 2000; Alonso & Lewis, 2001; 김상묵, 2005)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PSM이  공직, 즉 공무원 입사

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도 PSM과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상묵, 2018; Ritz et al., 2016).

PSM의 결과와 관련한 연구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한 학자들은 PSM의 영향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이들

의 관계를 설명하는 맥락적 변수(Bright, 2007, 2008; Liu et al., 2015; 

Wright & Pandey, 2008; Kim, 2012)가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조직 적합

성(Person-Organization Fit, 이하 P-O fit)은 개인과 조직이 서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할 때 생기는 것으로, PSM의 효과를 설명해주는 맥락적 변수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Kim, 2012; Gould-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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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3). 개인은 자신의 가치 또는 신념과 잘 부합하는 환경에서 일하

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Cheng & Robertson, 2006), PSM이 높은 개인이라

면 공공조직이 자신과 유사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조직을 선

택할 수 있고, 이 경우 PSM의 긍정적 효과가 성과로 연결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Bright, 2007; Steijn, 2008; Leisink & Steijn, 2009; Wright & 

Pandey, 2008; Ryu, 2014; Kim, 2012). 

결과변수 선행연구 

직무만족도 (+)

Bright, 2008; Grant, 2008; Kim, 2012; Kjeldsen , 
2012; Liu &Perry, 2016; Ritz &Fernandez, 2011; 
Steijn , 2008; Taylor, 2008; Wright &Pandey, 
2008; 손명구 , 2006

조직몰입 (+)
Caillier , 2014; Camilleri &Van Der Heijden , 
2007; Kim, 2012; Ritz &Fernandez, 2011; 
Taylor, 2008; 손명구 , 2006; 

이직의도 (-) Bright, 2008; Steijn , 2008

업무성과 (+)
Bright, 2007; Camilleri &Van Der Heijden , 2007; 
Grant, 2008; 이근주 , 2005

조직시민행동 (+) Pandey, Wright, &Moynihan, 2008; 김상묵 , 2006

조직변화 인식 (+/-)
Ritz &Fernandez, 2011(+); Wright, Christensen, 
&Isett , 2013(-);김태호 & 노종호 , 2010(+)

[표 3] PSM 결과 관련 선행연구 

PSM과 개인-환경 적합성(P-E fit)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Kim, 2012; Bright, 2008; Gould-Williams et al., 2013), 개인의 PSM과 

직무만족도(Bright, 2008; Wright & Pandey, 2008; Kim, 2012; Teo et 

al., 2015; Liu et al., 2015), 조직몰입(Leisink & Steijn, 2009; Kim, 

2012), 이직의도(Bright, 2008; Gould-Williams et al., 2013), 조직시민행

동(Gould-Williams et al., 2013), 업무성과(Bright, 2007, Leisink & Stei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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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시민참여 지지(Coursey et al., 2012; Huang & Feeney, 2015) 간

의 관계를 개인-조직 적합성 또는 개인-직무 적합성이 매개 또는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공공서비스동기의 영향요인

‘개인의 PSM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PSM 이론 초기부터 중요하게 다루

어진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였다. 

PSM 영향요인의 중요성은 Perry(2000)의 과정이론과 Vandenabeele(2007), 

Perry & Vandenabeele(2008)의 제도이론에서 잘 나타나 있다. 

PSM의 전통적 영향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과 일반 인구사회학적 요

인과 더불어 가족, 종교, 직업전문성 같은 사회역사적(socio-historical) 요인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Pandey & Stazyk, 2008). Perry(1997)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조직입사 전 개인의 PSM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Perry(1997)의 연구결과는 이후 PSM 영향요인 관련 연구에서 조직입사 전 

‘일반사회화 요인’으로 명명되어 분석에 포함되었다(김서용, 2009; 김서용 

외, 2010).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Perry, 1997; 

Houston, 2000; Perry, 2000; Moynihan & Pandey, 2007),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Perry, 1997;  Perry, 2000; Moynihan & Pandey, 2007) 여성인 경

우(Perry, 1997, 2000; Bright, 2005; Moynihan & Pandey, 2007) PSM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역사적 요인 중에는 가족을 통한 성장경험

(Perry, 1997; 김서용 외, 2010), 자원봉사 경험, 종교(Perry, 1997) 및 전문

가 정체성(Perry, 1997; Moynihan & Pandey, 2007; 김서용, 2009)이 개

인의 PSM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Perry(2000)는 과정이론을 통해 개인의 PSM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

다 체계화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PSM은 개인적 특

성과 더불어 사회역사적 맥락, 동기적 맥락을 거쳐 실현되는데, 이 때 전문

직으로서 교육과정과 조직입사 전 종교활동, 부모의 모델링 등 일반사회화 

과정, 그리고 조직생활을 포함한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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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참고). Perry(2000)의 과정이론은 이후 진행되는 PSM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포괄적 이론 틀을 제시할 뿐 아니라, 개인의 PSM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를 포함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할 수 있다

는, 즉 PSM의 가변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erry(2000)의 과정이론에서 나타난 제도와 PSM의 관계는 Vandenabeele 

(2007)과 Perry & Vandenabeele(2008)의 연구에서 더 정교하게 제시되는

데, 이들은 제도가 개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자기

규율(self-regulation)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제도

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형성된 정체성에 따라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를 기반으로 제도가 요구하는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며, 

이 때 자기규율 과정을 통해 제도가 내면화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제도적 맥

락이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PSM 영향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들은 크게 조직특성과 제도적 논리에 초

점을 둔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진영, 2018). 

[그림 2] PSM 과정이론 (Perry, 2000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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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도적 맥락에 따른 PSM 형성과정 (Perry & Vandenabeele, 

2008; 57) 

조직특성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Perry(1997)와 Perry(2000)에 따라 조직

입사 전 경험하는 일반사회화 요인을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직무특성, 조직

구조, 재직기간, 직급, 조직 내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조직특성

이 개인의 PSM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에 따르면 리더

십(Wright et al., 2012; Park & Rainey, 2008; 박정호, 2017), 상사와 동

료와의 관계(Taylor, 2008; Camilleri, 2007; 김서용 외, 2010; 김상묵, 노

종호, 2018), 심리적 계약관계의 충족 여부(Castaing, 2006), 관료적 형식주

의와 위계적 권위, 개혁지향 등의 조직문화와 조직구조(Moynihan & 

Pandey, 2007; 김서용, 2009; 박순환, 이병철, 2017) 등이 개인의 PSM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무특성으로는 업무자율성(이하영, 오민

지, 이수영, 2017; 박창권, 2013; 박순환, 이병철, 2017), 업무모호성(한에

스더, 이근주, 2012; 김서용 2009; Camilleri, 2007), 직무중요성(하미승 외, 

2018; 박창권, 2013) 과 같은 변수들이 개인의 PSM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실무적 차원에서의 PSM 영향요인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

면서 조직 내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PSM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직무교육 및 훈련(김상묵, 노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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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미승 외, 2018; Schott&Pronk, 2014), 의사결정 참여 수준 

(Schott & Pronk, 2014; ), 고용보장, 성과급 및 경력개발 (Giauque et al., 

2013; 하미승 외, 2018) 등이 개인의 PSM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회화 요인과 PSM의 관계에 대하여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

선 성별과 교육수준이 PSM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

다. 성별의 경우 국외연구와 국내연구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즉, 국

외의 경우 여성의 PSM이 남성보다 높지만(Perry, 1997; Perry, 2000; 

Moynihan & Pandey, 2007; Naff & Crum, 1999; DeHart-Davis, 2006; 

Camilleri, 2007), 국내 연구에서는 남성의 PSM이 더 높은 것으로 일관되

게 보고되고 있다(김서용 2009; 이근주, 이혜윤, 2007; 김상묵, 노종호, 

2018; 원숙연, 전소연, 2010). 교육수준의 경우 전문직 사회화와도 연관이 

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PSM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ynihan & Pandey, 2007, Perry, 2000;, 김서용 외, 2010; 박정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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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일반사회화 요인 직무관련 
요인

조직관련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Perry (1997)
부모와의 관계, 
모델링, 종교, 

정치적 
이데올로기

Moynihan & 
Pandey (2007)

교육수준, 
전문가적 정체성, 

재직기간, 
번문욕례, 

계층적 권위, 
개혁노력 

Scott & 
Pandey (2005) 번문욕례

Camilleri 
(2007)  

역할모호성, 
업무갈등, 

기술다양성, 
직무자율성, 
업무중요성 

의사결정 
참여수준, 
리더와의 
의사소통

Park & 
Rainey (2008)

권한위임, 
긍정적 피드백 

변혁적 리더십, 
절차공정성 

Vandenabeele
(2007) 변혁적 리더십 

Bright (2005) 성별, 직급, 
교육수준 금전적 보상

Wright et al. 
(2011) 변혁적 리더십 

Anderfuhren-
Biget et al. 

(2014) 
정책환경 

Meyer et al. 
(2014)

법적-관료적 
논리

Schott et al. 
(2015) 전문가적 정체성 관료적 정체성 

Vandenabeele
(2014) 변혁적 리더십

Kim (2017)
집단주의 , 

남성성, 응석 
문화 

Jung & 
Rainey (2011)

조직목표의 
모호성, 

조직목표 인식 

Giauque et 
al. (2013)

직무충실, 
평가결과 피드백, 

직무교육
성과급, 

의사결정 참여

[표 4] PSM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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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tt & 
Pronk (2014)

직무교육, 훈련, 
업무계획 및 
집행계획의 

자율성, 

의사결정 
참여수준, 
리더와의 
의사소통

Taylor (2008) 상사와 동료 
관계, 

Castaing
(2006)

심리적 계약 
충족 

박순환, 이병철
(2017) 직무자율성 혁신지원적 

조직문화 
이하영 외 

(2017) 직무자율성, 

박창권 (2013) 직무자율성

김서용 (2009) 연령, 직급, 
내적동기 업무모호성

번문욕례, 
동료와의 관계, 

조직몰입

김서용 외 
(2010) 

연령, 부모역할, 
봉사경험, 
좌절경험 

상사역할, 
동료역할, 

공직생활 중 
봉사경험, 좌절 

경험 

한에스더, 
이근주 (2012)

업무모호성, 
업무결과 책임성, 

직무만족도, 
정책형성적 
업무특성 

김상묵, 노종호 
(2018) 직무교육, 훈련 상사와의 관계

[표 4] PSM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 계속 

  출처 : 김태호(2018)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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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서비스동기와 의료전문직

본 절에서는 의료전문직의 전문직 특성과 PSM의 관계를 사회학의 전문

주의에서 강조하는 전문직의 자율성 획득과 유지를 위한 필수수단으로서의 

직업윤리 측면과 공공서비스로서의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 또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PSM 선행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공서비스동기와 전문주의

전문직업성이란 전문직 또는 전문직업인을 특징짓는 행위, 목표 또는 질

을 의미하는 것으로(백희정, 2007), 사회학에서는 주로 전문주의

(professionalism)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Larson(1977), 

Freidson(2001), Abbott(1988), Macdonald(1995)를 중심으로 한 사회 내에

서 한 직종이 전문직으로서의 위상과 정당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채연주 & 윤세준, 2013). 여러 전문직 중에서 의사는 전문화된 

지식의 독점, 집단정체성 및 직업가치의 습득, 과업수행에 대한 자율성 등 

전문직의 이념형 특징에 잘 부합되어 전문주의 연구 내에서도 관심이 높은 

전문직 중의 하나였다(조병희, 2011).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문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또한 

전문가들이 개별적 활동가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 흡수되었고, 전문직의 비

중이 높은 조직의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Mckenna, 2006; 채윤주 & 

윤세준, 2013에서 재인용). 전문직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직종의 전문직업

성을 비교하고자 측정도구(Hall, 1968; 백희정, 2007 재인용)가 개발되었고, 

현재 의사, 간호사, 회계사, 교사, 변호사 등 전문직 외에 약사, 물리치료사

와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회학의 전문주의 이론에서는 기능주의적 접근이나 권력중심적 접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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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전문직 집단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사회 내 공공선을 유지,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집단으로 바라본다. 즉 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바라보는 전문집단

은 동료애에 기초한 사회에 봉사하는 집단이고(구혜란, 2003)고, 권력중심적 

접근에서의 전문집단은 사회 내 독점을 통한 직업집단의 권력 장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회봉사, 공공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전문직인 

경우 사회의 공공가치, 공공선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이에 대한 봉사 의

무, 헌신 등이 일반인보다 높을 것이고, 이러한 특성은 Perry(1997), 

Perry(2000) 등 개인의 PSM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

다. 

PSM의 핵심요인인 이타주의와 사회친화적 가치는 의료전문직이 궁극적

으로 추구하는 직업윤리의식과 매우 유사하다. 예컨대 의사의 경우 히포크

라테스 선서를 통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하며 인류봉사를 위해 생

애를 바친다는 서약을 하며, 간호사의 경우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아픈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직업윤리 선서를 하게 된다. 이상목

(2014)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중심으로 한 의사의 윤리강령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통해 의사의 선행과 신뢰는 책임윤리의 토대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

사는 국가, 문화, 제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

들의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등을 돌보는 역할에 집중하여야 함을 강조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교육 내 의료윤리 교육의 강화를 주장한 바 있

다. 즉 의료전문직에게 의료는 철저히 환자를 위한, 선한 목적에서 출발한다

는 점에서(조병희, 2018), 이들의 PSM은 전문직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 전문직의 확대로 인해 의료전문직

은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를 비롯한 병원 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기사 직종이 포함되므로, 이들 직종에서도 역시 각자의 전문직 

사회화 과정과 개인의 PSM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Pandey & Stazik(2008) 은 공무원집단의 경우 실제 자율성을 기초로 집

단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 또는 구성원이 소수이므로, 실제 

개인의 PSM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과 달리 미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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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지만 조직 내 구성원의 대다수가 전문직인 의료조직에서는 Pandey 

& Stazik이 주장한 바와 달리 전문직의 행동윤리강령과 덕목이 개인의 

PSM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전문직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화 과정과 더불어 조직에 입사한 후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하게 조직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전문직에게 

조직은 전문성 실현 및 유지의 장이기도 하지만(Scott, 1982; Russo, 1998; 

조병희, 2019), 준거집단으로서 조직보다는 직종을 우선시하는 특성으로 인

하여 종종 조직 또는 조직 관리자 집단과의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Hackman et al., 2009; 채연주 & 윤세준, 2013). 하지만 의료

직, 특히 의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성 획득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

리 의사집단이 국가에 의존적이고 개업의 위주로 의료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의사집단 내부의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고, 생계수단으로서의 의학적 지식이 

중요하게 작용함에 따라 (조병희, 2000) 서양의 전문직과 국가(또는 조직)간 

권력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미국의사의 경우 병원을 

소유하지 않고도 병원조직 내, 그리고 병원관리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

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가 직접 병원을 소유하고, 다른 의사를 고용

함에 따라 관리직과 의료전문직 간 갈등 관계의 양상이나 강도가 서양의 연

구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서양이론에서 바라보는 전문직의 조직동

일시/애착과 전문직동일시/애착 간 갈등적 대립관계(counting effect)는 우리

나라 병원조직에서는 두드러지지 않거나, 갈등 없이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PSM과 전문직 정체성의 관계, 나아가 개인의 PSM이 개인

과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전문직정체성과 조직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전문가로서의 사회화의 시작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식 교육기관이며

(Andersen & Pedersen, 2012),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각 전문가 협회와 전

문가 개인의 훈련 등을 통해 계속 진행된다. Perry(1996, 2000) 연구는 교

육과 전문가로서의 훈련이 개인의 PSM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Moynihan & Pandey(2007) 연구에서는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사회화를 전문가 조직에의 소속 여부로 판단하였는데, 분석결과 전문직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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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준은 개인의 PSM 수준과 밀접하게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반

면 Perry(1997)의 연구에서는 전문직동일시가 전반적인 PSM 수준에는 유의

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하위영역 중 정책에의 호감 영역에는 부정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en & Pedersen(2012)은 전문직 사회화와 PSM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전문직 사회화, 혹은 전문직 정체성의 측정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Moynihan & pandey(2007)의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 여부로 측정한 반면, Perry(1997) 연구는 전

문가 집단에서의 활동과 이들 전문가 집단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였

다. 이들 연구와 달리 Andersen & Pedersen(2012) 연구에서는 전문가 사회

화를 직종변수로 해석함으로써 전문가 사회화와 PSM 간 관계가 하위영역

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에 따르면 전문가집단

은 무조건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으로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때로는 사회 내에서 집단의 권력과 지위, 명성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집단이익을 추구하기도 하며, 전문직 규범과 PSM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PSM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 

일반인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자료 중 3개 공공부문(교육, 보건의료, 행정) 

9개 직종의 845명의 데이터12)를 사용하여 개인의 전문성 수준이 PSM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익에의 몰입’ 영역은 전문성 수준과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전문직의 이타주의에 대한 신베버주의

(neo Weberianism)와 구조기능 관점에서의 해석이 서로 상쇄된 효과를 나

타낸 것으로 보았다. 전문성 수준이 높을수록 ‘동정심’ 수준은 낮아지는 것

12) 교육부문에서는 전문성 수준을 대학교수(29명), 고등학교 교사(28명), 초등학교

(189명), 유치원 교사(104명) 4개 직종으로 구분, 보건의료는 의사(56명), 간호

사(78명), 의료보조인력(88명)으로 구분, 행정은 학사학위 여부(학사학위 소유 

83명, 직무훈련 수료자 304명)로 구분하였다. 전문성 수준은 반구조화된 인터뷰

와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직종에서의 이론적 지식의 수준과 전문직 규범

의 강도로 구분하였고(질적 측정), 이와 더불어 개인의 교육기간, 덴마크 사회에

서 해당 직종의 사회적 중요도 등급(양적 측정)을 함께 사용하여 전문성 수준 

측정방식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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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자 중심 성향(user 

orientation)’이 낮았고, 보건의료부문 종사자가 교육 또는 행정부문 종사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전문직 윤리강령에서 나타난 환자 최우선주의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

다.

2. 보건의료인력 대상 공공서비스동기 선행연구 

국외 PSM 선행연구 중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PSM의 방대

한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이지만, Andersen을 중심으로 

한 덴마크 연구팀의 다수의 연구와 더불어 독일(Shcott & Pronk, 2014)과 

이탈리아(Belle, 2013a, 2013b), 네덜란드 (Leisink & Steijin, 2009), 이스라

엘(Levitats & vigoda-Gadot, 2017), 이집트(Mostafa et al., 2015) 등 다

양한 국가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다. 전문직의 PSM과 행동 간 관계를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 

손꼽히는 Andersen(2009)의 연구는 치과의사, 외과의사 및 일반의사를 대상

으로 진행되었다. PSM와 전문가 규범, 그리고 경제적 보상이라는 3가지 동

기요인이 의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 공공과 민간이라

는 전문직이 일하는 영역에 따른 개인의 PSM은 차이가 없지만, 전문가 규

범의 엄격한 정도에 따라 경제적 보상이 이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

가 나타났다. 개인의 PSM은 이들의 행동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영

역에 상관없이 의사전문직의 PSM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Andersen et al.(2011)은 개인의 PSM 수준은 공공과 민간이라는 영역 
간 차이보다는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task)의 성격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동일한 서비스를 민간과 공공에서 같이 제공하는 대표
적인 사례로 덴마크의 물리치료사를 연구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PSM 수준의 영역 간 차이는 없었지만,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민간영역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의 경우 이용자 중심 성향이 높았고,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의 경우 ‘공익에의 몰입’ 수준이 높았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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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간이라는 ‘어디서 일하는가?’에 따른 PSM 전반적인 수준의 차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하는 일’에 따라 PSM의 하위영역별로는 영역 간 차이
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이다. 

Andersen & Pedersen(2012)은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PSM에 차

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덴마크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자

료를 이용하였고, 전문성의 정도는 직종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전문성

이 높을수록 동정심과 이용자 중심 성향은 낮아진 반면, 정책에 대한 호감

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과 이성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전문

가의 특성은 PSM의 정서적 차원과는 부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이들의 높

은 교육수준은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주고, 이로 인해 전문성이 높을수록 정

책에 대한 호감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결과가 흥

미로운 또 하나의 부분은 전문성의 정도를 직종 간, 직종 내에서 비교했다

는 것이다. 같은 직종 내에서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PSM의 하위영역에 미

치는 영향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의료-교육-행정이라는 전문직 분야에 따

라 PSM의 수준과 전문성이 PSM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Shcott & Pronk(2014)는 독일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을 기반으로 조직 내 고성과 업무시스템

(high performance work system, HPWS)이 PSM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분석결과, HPWS 7가지 영역 중 직무특성, 상담, 훈련 및 자율적 팀

업무가 개인의 PSM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PSM 영향

요인을 조직의 인적자원관리(HRM) 체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PSM 함

양을 위한 실무적 방안 마련에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탈리아의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Belle(2013a)의 

연구는 실험연구로, PSM과 직무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9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험 전후 PSM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의 직무성과와 

PSM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험 전 PSM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공병원 간호사 138명을 대상으로 한 관찰연구

(Belle, 2013b)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병원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변혁적 리더십이 간호사의 참여와 이들의 PSM을 높임으로써 병원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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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기존 연구의 한계

본 장에서는 PSM 개념과 더불어 의료전문직의 PSM 관련 선행연구들을 

확인하였다. 국내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PSM 연구가 아직까지 보고되

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개념적 정의의 소개와 더불어 측정도구, 구성요소, 

영향요인 및 결과변수 등 PSM과 관련한 전반적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이

후 의료전문직의 전문직 특성과 PSM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회학의 

전문주의 개념과 조직심리학, 사회학의 전문직 사회정체성 등의 개념을 적

용하여 살펴보고,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PSM 선행연구를 검토하였

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더불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병원종사자의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은 행정학의 PSM 개념이 병원종

사자의 조직행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병원종사자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PSM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경

우, 실험연구,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성

과가 아닌 객관적 성과자료 사용 등으로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매우 강

점을 보였으나, 아직까지 보건의료종사자의 PSM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

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정체성이 PSM의 주요한 영향요

인이라는 PSM이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기존, 즉 국외 보건의

료인력 대상 PSM 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단일직종을 대상으로 진

행됨에 따라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종 간 엄격한 위계와 전문성의 차이

가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서양이론에서 바라보는 전문직의 특성과 조직특성 간 갈등적 대립

관계가 우리나라 병원조직에서는 두드러지지 않거나, 갈등 없이 서로 공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PSM과 전문직 정체성의 관계, 나아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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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전문직정체성과 조직정체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개인보다는 집단정체성을 우

선시하는 전문직의 경우 전문주의, 즉 집단규범의 강도에 따라 경제적 인센

티브가 갖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거나(Goodrick & Salancik, 1996; 

Andersen, 2009; 채연주 & 윤세준, 2013), 이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전문

가적 특성과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특성이 서로 공존함으로써 발생하는 긴장 

관계에 관한 연구(Shafer et al., 2002; Hakman et al., 2009)가 주를 이루

어 왔다. 전문직으로서의 병원종사자의 특성은 이들의 PSM과 어떤 관계인

지, 이들이 추구하는 직업윤리의식 혹은 행동강령과 유사한 PSM이 이들에

게는 어떤 의미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PSM 연구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공공영역과 우리나라 공공영역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즉, 미국에서는 실력 있는 인재들이 민간으로 많이 진

출하고,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공무원 인력충원이 문제가 됨에 따라 

‘어떻게 개인들을 공공영역에서 일할 동기를 불러일으킬 것인가?’가 관건이

었고, PSM은 이러한 공공조직 인사관리 문제에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반

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공공영역 일자리를 선호하고, 미국과 문화적 환경도 

다름에 따라 PSM 적용에의 문제점 혹은 해석에서의 제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처럼 병원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미국의 

공공영역이 처했던 환경과 우리나라 병원, 특히 공공병원이 인력충원과 관

련하여 겪고 있는 문제는 매우 유사하다. 실력 있는 유능한 보건인력의 공

공병원 기피현상은 우리 사회에 이미 오랫동안 나타난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 내 의료전문인력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이

제까지 부족하였다. 사회학의 전문주의 시각은 사회 내 권력, 지위 획득 과

정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집합적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

지만, 병원이라는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의료

전문직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의료전문직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시선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의사에의 신뢰가 매우 높고, 간호직 역시 봉사, 희생의 아이콘이었나, 최근 

우리 사회가 관찰한 일련의 사건들은 의료인을 사회 내 독점적 지위를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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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 사업가와 다름없이 ‘돈’을 보고 움직이는 집단으로 인식하도록 만

들었다. 이런 시점에서 병원종사자의 동기를 이타적이고 친사회적 성향을 

보여주는 PSM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보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이들의 조

직행태를 더 잘 이해하고, 병원 차원에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종사자의 PSM 영향요인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종사자의 PSM 함양을 

위한 실무적, 정책적 방안 모색, 제안해보고자 한다. 연구분석은 크게 세 부

분으로 구성된다([그림 4]). 

연구 1은 ‘개인의 동기는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행동에 영향

을 준다’는 가정에 대한 분석이다. 공공병원을 향한 수익창출(적자감소)과 

효율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조직의 비전과 가치, 미션 등을 민

간병원과 유사하게 바꾸고 있는 공공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제

공과 관련한 이들의 동기와 조직의 가치체계 간 상호작용이 개인의 조직행

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색해 보았다. 

연구 2에서는 PSM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PSM 영향요인으로는 PSM 

제도이론과 사회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정체성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

펴보았다. 병원종사자의 경우 조직행동학에서 전문직구성원으로의 특성과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특성이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주로 다루어져 온 

점에 착안하여, 조직동일시와 전문직동일시를 이들의 사회정체성을 보여주

는 대리지표로 선정,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3은 PSM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개인의 내적, 외적동기와 PSM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실제 양적분석에서 개인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를 설명

함에 있어 내적, 외적동기 외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실증분석을 통

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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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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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인-조직 공공서비스동기 적합성과 

조직몰입 

제 1 절 개인-조직 적합성과 공공서비스동기 

개인들은 자신의 가치 또는 신념과 잘 부합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Cheng & Robertson, 2006). 개인의 행동은 사람과 환경의 함수

로 설명(Lewin, 1951)되는데, 이때 개인의 동기와 가치는 사람과 환경의 상

호작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Kim, 2012).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태도 역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때 이 둘 간의 관계, 즉 얼마나 

잘 맞는가에 따라 성과와 태도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개인-

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al Fit, P-O fit)(Chatman 1989; 

Kristof-Brown et al, 2005) 이다. 

개인-조직 적합성이란 개인의 특성(가치, 성격, 선호문화 등)과 조직의 특

성(가치, 성격, 문화 등)이 일치하는 정도(Chatman, 1989; Kristof, 1996)

로, 조작적 정의에 따라 조직 이외에 개인의 직무(Job), 상사(leader), 집단

(group)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개인과 조직의 적합성은 한쪽이 다른 한쪽

이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거나(상호보완적 적합성, complementary fit),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을 때(상호일치적 적합성, supplementary fit) 

발생한다(Kristof-Brown et al., 2005; Bright, 2007). 개인-조직 적합성은 

조직 내 개인의 긍정적 직무태도와 성과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개인이 직장

을 선택할 때(Cable & Judge, 1996)뿐 아니라, 조직입사 후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수익창출(적자감소)과 효율성 향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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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 요구는 공공병원에 대한 각종 기관평

가의 평가지침을 통해 제도적으로 실행되기도 하고, 병원조직으로 하여금 

민간의 것과 유사한 조직가치와 비전, 미션 등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일반 

행정조직에서 이른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영향 아

래 공공기관에 성과와 효율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통적 관료주의적 가치

보다는 민간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체계와 유사하게 변모한 것과 같은 현상이

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공공병원의 경우 병원의 핵심가

치는 고객중심, 협력과 소통, 교육연구, 창조경영 등으로 공공성, 또는 공익 

관련 가치가 직관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았다. NPM으로 인한 공공영역의 

개혁은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공공조직의 구조, 역할 등에 상당한 변화를 초

래하였다(Horton & Hondeghem, 2006). 이러한 변화가 불러온 결과의 평

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Haque(2001)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희미해짐에 따라 공공영역의 정체성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동기부

여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병원조직은 서비스의 질, 효과성과 효율성, 안전성 등 다수의 목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Franco et al., 2002), 특히 공공병원의 경

우 공공성 강화라는 특수한 목표를 사회로부터 요구받는다. 다수의 목표, 상

반된 목표, 객관적이고 명확한 측정의 어려움으로 목표와 보상 간 연계가 

모호한 공공병원에서 외적보상에만 의지할 경우, 동기부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Giacomini et al., 

1996; Franco et al., 2002). 

이와 같은 공공병원의 조직가치와 비전, 미션 등의 변화는 조직구성원의 

동기에 영향을 준다. 구성원의 동기와 조직의 가치체계 간 일치는 서로 추

구하는 가치가 유사하거나(supplementary fit), 구성원의 동기가 실현되고, 

동기부여가 잘되도록 조직이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할 때

(complementary fit) 발생한다. 그렇다면, 공공병원의 변화한 조직가치체계

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의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싶어하는 친사회

적이고 이타적인 개인의 동기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이것이 구성원의 조

직행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공공병원에 대한 효율, 수익, 성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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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주로 의료의 공공성,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훼손 등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만 언급되어 왔다. 개인과 조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인 점에서 보면 공공병원의 상충된 가치 체계

는 구성원 개인의 가치체계와 충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 또는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동기와 조직 가치체계 간 일치여부를 ‘PSM 적합성

(PSM fit)’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개인-조직 적합성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은 개인이 조직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이다. 본 연

구에서는 PSM 개념을 활용하여 개인의 동기와 조직의 가치체계 간 상호작

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PSM이 개인수준의 개념이긴 하지만,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 신념, 태

도 등을 의미하고, 공공가치와 관련한 ‘사회적이고 집합적인 개념’인 점

(Steen & Rutgers, 2016)에서 PSM은 개인 뿐 아니라 조직의 가치(Steijin, 

2008)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공공성 수준을 개인의 PSM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PSM 적합성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Coursey & Perry(2011)는 사회정체성 이론을 

활용하여 개인의 PSM 수준과 조직의 PSM 간 차이가 적을수록, 즉, 조직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와 유사하거나 동일할수록 조직에 더 애착을 느끼고, 조

직에 유익한 행동을 한다는 연구가설을 살펴보았다. 이 때 조직 단위의 가

치 측정은 조직별 PSM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Vandenabeele(2014)의 연구

에서는 구성원의 가치체계에 영향을 주는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의 PSM 문항을 이용,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일련의 가치체계에 관해 상

사와 얼마나 자주 논의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때 PSM을 조직이 추구하는 

공공서비스 관련 가치에 대한 개괄적 내용, 즉 조직 내 제도화된 공공서비

스 가치에 관한 구성원 개인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조직행동 및 조직심리학에서는 ‘적합’의 측정방식에 대한 연구가 한 

축을 이루고 있다(O’Reilly et al., 1991; Edwards, 1994; Kristof, 1996; 

Kristof et al., 2005).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개인과 조직의 특정 

속성(가치, 목표, 문화 등)이 일치하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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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측정 방식을 활용하였다(Kristoff-Brown et al., 2005; Cable & Judge, 

1996; Wright & Pandey, 2008; Kim, 2012). 간접측정방식은 동일한 응답

자가 개인과 조직의 특성을 각각 평가하고, 프로파일 간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직접 측정방식은 측정의 편리함과 함께 개인의 인지(perception)

가 실제보다 정확할 수 있고, 개인의 태도와 행동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인수준의 결과를 설명함에 간접측정방식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Kristof, 

1996; Cable & Judge, 1996; Kristof-Brown et al., 2005; Bright, 2007, 

2008). 하지만 개인과 조직의 전반적 일치 정도를 물어봄에 따라 구체적이

고 세부적인 차원의 특성을 비교,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Kristof, 

1996).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차원에서 개인과 조직의 

일치 정도를 비교할 수 있고, 개인과 조직의 개별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간

접측정방식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O’Reilly et al, 1991; Edwards, 

1994; Kalliath et al, 1999; Meyer et al., 2010; Zhang et al., 2012). 

이와 같은 적합성의 간접적 측정은 기존에는 차이값, 차이값의 절대값, 

차이값의 제곱값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Edwards(1994)는 이런 경우 1) 개

인과 조직의 두 측정값으로부터 단일점수를 얻는다는 점에서 개별 측정값의 

영향력이 간과될 수 있고, 2) 절대값 또는 제곱값의 경우 방향성 손실의 문

제가 있다는 점, 3) 차이의 효과가 개인과 조직 어떤 쪽에서 파생되는 것인 

것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Edwards(1994)

는 다차항회귀분석과 x, y, z 세 축으로 표현되는 3차원의 반응표면곡선을 

사용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개별효과 뿐 아니라 상호효과도 파악할 수 있

다고 제안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Edwards(1994)가 제안한 다차항회귀분석과 반응표면분석

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PSM 적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

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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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2013년 서울시 소재 1개 공공병원에 재직 중인 전체 구성원

으로, 외부업체 소속으로 해당 병원에 파견 또는 계약근무 중인 구성원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문항 검토를 위해 해당 병원 직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고, 해당 결과를 참조하여 일부 문항의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뒤, 병동 및 부서별 구성원 수에 따라 각 근무지로 배포

하였다. 

응답자의 자발적 설문참여에 대한 동의서 작성 후,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

는 설문지 배포 시 동봉한 밀봉용 테이프가 부착된 서류봉투에 넣고, 응답

자가 직접 밀봉한 후 지정된 수거함에 취합한 뒤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7일 동안 진행

되었다. 총 1,054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724부가 회수되었으며,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자료 및 응답이 불성실한 38부를 제외하였고, 최종

적으로 총 686부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

행하였다(승인번호 54-2012-12-31).

응답자의 78%가 여성이고, 20대 41%, 30대가 3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종학력의 경우 전문대 학사가 약 50%로 가장 많았고, 학사가 약 

37%, 석사 이상 학력이 13%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해당 병원에서의 근무

경력은 4년 이하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22%는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신규직이었고, 17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17%로 5-8년, 9-16년 근속자보다 많았다. 직종별로는 병원종사자 연

구의 대다수와 유사하게 간호인력이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치

료사, 방사선사와 같은 보건직 13%, 행정직 및 기타 각각 10%, 의료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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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9% 순이었다. 병원의 특성 상 조직 내 직책의 구분이 일반회사와 달리 

비교적 단순하였는데, 응답자의 대다수가 일반직원이었으며, 파트장/수간호

사 등 중간관리자가 약 8%, 팀장급 이상이 약 4%였다. 

구분 n(명) % χ2

전체 686 100.0

성별 남성 150 21.9 217.2***
여성 536 78.1

연령

20대 281 41.0

147.8***30대 209 30.5
40대 122 17.8

50대 이상 74 10.8

교육수준
전문학사 이하 340 49.6

141.6***학사 256 37.3
석사 이상 90 13.1

근속기간

1년 미만 148 21.6

242.4***
1-4년 288 42.0
5-8년 74 10.8
9-16년 60 8.7

17년 이상 116 16.9

총 경력1)

1년 미만 70 10.3

185.6***
1-4년 272 39.9
5-8년 130 19.1
9-16년 89 5.7

17년 이상 121 17.7

직급
일반직원 609 88.8

950.5***중간관리자2) 52 7.6
팀장 이상 25 3.6

직종

의사 64 9.3

622.6***
간호사 398 58.0

의료기사 89 13.0
행정 66 9.6
기타 69 10.1

[표 5] 연구 1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86)  

주 1) 총 경력기간 무응답자(4명) 제외된 수치. 총 경력기간은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음. 

   2) 중간관리자 : 차장/파트장 또는 병동별 수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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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설명

2.1 독립변수 – 개인-조직 적합성 

공공병원 종사자의 공공서비스 관련 개인-조직 적합성은 Kim et 

al.(2013)의 PSM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도구는 우리나라를 비

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도구로 

Perry(1996)의 정책에 대한 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및 자기희생 4개 영역 

총 24개 문항을 국제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수정한 도구이다. 공공봉사 호감

도(Attraction to Public Serivce, APS), 공공가치 몰입(Commitment to 

Public Value, CPV), 동정심(Compassion, COM) 및 자기희생

(Self-sacrifice, SS)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PSM은 원

래 개인수준의 측정도구로, 조직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되, 주어를 “나”에서 “우리병원”으로 수정하였다.

설문조사 전 병원직원 대상 예비조사에서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문항의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13). 영역별 측정문항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나

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공서비스 호감, APS), “공공서비스 종

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공공가치 몰입, CPV), “타인의 안녕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정심, COM), “나는 공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기희생, SS) 

13) 본 분석의 경우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개인과 조직 간 적합성의 내용을 측정하

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태도, 신념을 의미하는 PSM 도구

를 활용한 것으로, PSM 자체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 아니므

로 표현이 수정된 문항도 분석에 모두 포함하였다. 수정된 문항들은 병원종사자

의 PSM에 대한 분석 2와 분석 3에서는 제외하였다. 표현이 수정된 문항은 APS 

문항 중 1개 문항(APS 1)과 CPV 문항 중 2개 문항(CPV 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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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에는 4개 하위영역별 평균 및 전체 16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PSM 전체 Cronbach’s α는 0.94, 영역별로는 APS 

0.91, CPV 0.92, COM 0.88 SS 0.92로 신뢰도 기준 0.7 이상 (Nunnally 

& Bernstein, 1994)을 충족하였다. 

2.2 종속변수 – 조직몰입 

종속변수인 공공병원 종사자의 직무태도는 조직몰입이다. 조직몰입은 

Meyer & Allen(1997)의 조직몰입 측정도구 중 정서적 몰입영역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우리병원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개인적인 의미를 가진다.”, 

“나는 우리병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나는 우리병원에서 가족의 일원같

은 느낌을 느낀다.” 와 같은 6문항을 사용하였고, Cronbach’s α는 0.96이

었다. 

2.3 통제변수  

기본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을 포함하였고, 교육수

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

여 사용하였다. 근속년수의 경우 1년 이하, 1-4년, 5-8년, 9-16년 및 17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직종의 경우 의사, 간호사, 행정직, 의료기사 및 기타 

직종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직급은 일반직원과 파트장 또는 수

간호사급의 중간관리자, 팀장급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개인-조직의 PSM 적합도가 공공병원 종사자들의 조직몰입 수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Edwards(1994)가 제안한 다차항

회귀분석과 반응표면 분석을 사용하였다. 

개인-조직 간 적합도 측정방식에는 응답자에게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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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일치 정도를 직접 물어보는 방식과 응답자에게 개인과 조직에 대하여 각

각 물어보고, 두 개의 값을 비교하여 적합도를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응답값 비교를 통한 간접방식의 경우, 두 값의 차이를 이용한 방식

(difference score)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차이값이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지

의 모호함과 차이의 방향성 정보의 손실, 차이값 측정을 위하여 항상 측정

값의 부호에 강제적인 제약이 부여되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지적

되었다(유태용 & 현희정, 2003; 박원우 & 고수경, 2006; Edwards, 1994; 

Kristof-Brown 등, 2005). Edwards(1994)는 다차항회귀분석을 통하여 이와 

같은 차이값 활용의 한계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개인에 대한 응답값

(P)과 조직에 대한 응답값(O), 이들의 제곱항(P2과 O2) 및 상호작용항

(P×O)을 회귀식에 넣고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3차원 상에서 살펴보는 방식

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z = b0 + b1x + b2y + b3x2 + b4xy + b5y2 + e       (1)

(z는 종속변수, x는 개인특성, y는 조직특성)

x, y, z의 3차원 그래프를 통해 x=-y, x=y 선 상에서의 곡면의 굴곡도와 

기울기를 구하고, 이로부터 두 개의 값이 일치할수록(즉, 개인과 조직이 적

합할수록) 종속변수가 높아지는지, 어느 수준에서 일치할 때 종속변수가 높

아지는지 등의 정보를 굴곡도와 기울기의 유의성과 그래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1)의 식에 x=-y, x=y를 각각 대입하면, 

z = b0 + (b1+b2)x + (b3+b4+b5)x2 + e      (2)

z = b0 + (b1-b2)x + (b3-b4+b5)x2 + e      (3)

로 표현할 수 있다. (1)의 회귀식에서 구한 회귀계수(비표준화계수) 값과 이

들의 분산 및 공분산 값을 활용하여 (2)와 (3) 식의 각 계수들의 유의성을 

확인한다.

개인과 조직의 PSM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x=-y 선상의 굴곡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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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 선상의 기울기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x=-y 선상의 굴곡도가 음(-)의 

부호로 유의한 경우, 두 개의 값이 일치할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곡면의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조직 중 어떤 변수가 높을 

때 종속변수가 더 높아지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과 조직

이 일치하되,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 때 혹은 낮은 수준에서 일치할 때 종속

변수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x=y 선상의 기울기

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다차항회귀분석을 하는 경우,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으므

로, 이를 위하여 개인과 조직의 하위영역 및 전반적인 PSM 수준은 전체 평

균중심화를 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개인과 조직의 PSM 

및 조직몰입 변수의 타당도를 확인은 AMOS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다차항회귀분석과 기울기와 굴곡도 및 반응표면 분석은 SAS ver 9.4와 MS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5] 연구모형 1 – 개인-조직 PSM 적합성과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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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고, 신뢰성은 cronbach α 값으로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0.05 이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경우 0.08 이하14)로 기준값을 충족하였고(Hair et al., 

2006), 증분적합지수인 CFI도 0.9 이상으로 기준값을 충족함에 따라 전반적

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수렴타당도는 각 측정문항별 표준요인 적재량과 

평균분산추출 지수(AVE), 그리고 개념신뢰도(CR)로 판단하였다. 모든 문항

에서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으로 유의하였고, 잠재변수별 AVE 값도 

0.5-0.7 사이로 기준(0.5 이상)을 충족하고 있었다(Hair et al., 2006; 

Fornell & Larcker, 1981). CR값의 경우 모든 잠재변수에서 최소 0.8 이상

으로 기준값인 0.7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수렴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별타당도는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ϕ±2×S.E.)

에 1.0의 포함 여부로 판단하였다(Fornell& Larker, 1981). 변수 간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난 APS_O와 CPV_O(ϕ=0.864), CPV_O와 COM_O(ϕ
=0.853)의 상관계수와 표준오차(순서대로, 0.062, 0.0.061)를 [ϕ±2×S.E.] 

식에 대입한 결과,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Cronbach’s α 값을 통해 살펴본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의 경

우 0.8-0.9 수준으로 기준(0.60 이상)을 충족하였다.

14) 0.10 이하: 보통, 0.08 이하 : 양호, 0.05 이하 : 좋음 



- 46 -

항목 측정문항 표준
요인적재량 

평균분산 추출지수
(AVE)

개념신뢰도
(CR)

공공봉사 호감도_개인
(APS_P)

APS_P_1 0.914

0.649 0.880APS_P_2 0.903
APS_P_3 0.767
APS_P_4 0.733

공공가치 몰입_개인
(CPV_P)

CPV_P_1 0.675

0.680 0.893CPV_P_2 0.763
CPV_P_3 0.939
CPV_P_4 0.921

약자에 대한 동정_개인
(COM_P)

COM_P_1 0.803

0.558 0.835COM_P_2 0.763
COM_P_3 0.771
COM_P_4 0.782

자기희생_개인
(SS_P)

SS_P_1 0.796

0.624 0.869SS_P_2 0.882
SS_P_3 0.837
SS_P_4 0.865

공공봉사 호감도_조직
(APS_O)

APS_O_1 0.899

0.669 0.890APS_O_2 0.876
APS_O_3 0.901
APS_O_4 0.787

공공가치 몰입_조직
(CPV_O)

CPV_O_1 0.83

0.715 0.909CPV_O_2 0.842
CPV_O_3 0.929
CPV_O_4 0.93

약자에 대한 동정_조직
(COM_O)

COM_O_1 0.906

0.752 0.924COM_O_2 0.898
COM_O_3 0.927
COM_O_4 0.873

자기희생_조직
(SS_O)

SS_O_1 0.813

0.564 0.838SS_O_2 0.917
SS_O_3 0.861
SS_O_4 0.773

조직몰입
(OC)

OC1 0.938

0.647 0.916

OC2 0.865
OC3 0.831
OC4 0.828
OC5 0.952
OC6 0.907

 모형적합도: χ2 = 2755.648***, df=629, RMSEA = 0.070, CFI= 0.918, SRMR=0.050, TLI=0.908   

[표 6] 연구1 -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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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별 기술통계

no. of 
item  α mean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1) PSM_P 16 0.94 5.17
(0.81) 1.00 7.00 -0.47 0.66

(2) APS_P 4 0.90 5.26
(0.99) 1.00 7.00 -0.48 0.15

(3) CPV_P 4 0.90 5.86
(0.9) 1.00 7.00 -1.00 1.34

(4) COM_P 4 0.86 5.31
(0.93) 1.00 7.00 -0.54 0.56

(5) SS_P 4 0.91 4.25
(1.08) 1.00 7.00 -0.03 -0.09

(6) PSM_O 16 0.96 5.04
(0.99) 1.00 7.00 -0.50 0.18

(7) APS_O 4 0.92 5.07
(1.09) 1.00 7.00 -0.39 -0.26

(8) CPV_O 4 0.93 5.22
(1.08) 1.00 7.00 -0.57 0.14

(9) COM_O 4 0.94 5.09
(1.10) 1.00 7.00 -0.47 0.07

(10) SS_O 4 0.90 4.80
(1.21) 1.00 7.00 -0.34 -0.28

(11) OC 6 0.96 4.46
(1.31) 1.00 7.00 -0.23 -0.28

[표 7] 연구 1 - 변수별 기술통계량 

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PSM_P : 공공서비스동기_개인, APS_P : 공공봉사 호감도_개인, CPV_P : 공공가치 몰입_

개인, COM_P : 약자에 대한 동정_개인, SS_P : 자기희생_개인, PSM_O : 공공서비스동기

_조직, APS_O : 공공봉사 호감도_조직, CPV_O : 공공가치 몰입_조직, COM_O : 약자에 

대한 동정_조직, SS_O : 자기희생_조직, OC : 조직몰입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일반적 기술통계는 [표 7]과 같다. 연구

모형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모두 7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변수별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0.86-0.96으로 높

은 신뢰도를 보였다. 변수별 정규분포의 확인은 왜도와 첨도값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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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든 변수에서 왜도의 절대값 2 미만, 첨도의 절대값 4를 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정규분포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PSM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가 높았

고, 특히 조직의 PSM 하위영역 중 공공봉사 호감-공공가치 몰입, 공공가치 

몰입-동정심 영역 간 상관관계가 0.8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개인과 조직의 공공서비스동기 수준과 차이 

‘자기희생’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과 전반적인 PSM의 수준은 7점 기

준, 평균 5.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영역별로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Kim, 2012) CPV 영역이 가장 높고, SS 영역이 가장 낮았다. 직종과 근속

년수에 따른 개인과 조직의 PSM 수준이 다른 가운데, 행정직과 17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PSM 수준이 가장 높았다 ([표 9] 참고).

전반적으로 개인의 PSM 및 영역별 수준이 조직보다 높은 가운데, ‘SS’ 

영역에서는 조직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 개인-조직 간 PSM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COM 영역을 제외하고, 직종 간 차이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PSM 수준과 APS 영역의 개인-조직 간 차이는 의

사직에서 간호직과 의료기사 대비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CPV와 SS 영역의 

경우 간호직에서 개인-조직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 개인-조직 간 PSM 수준 차이는 CPV와 SS 영역에서 차이 

값이 크게 나타났고, 이중 CPV 영역에서만 근무경력 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하였다. 

4. 개인-조직 공공서비스동기 적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

석결과

개인-조직 PSM 적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

정한 다차항 회귀방정식은 개인의 PSM과 조직의 PSM, 그리고 각 변수의 

제곱항 및 상호작용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곱항과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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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SM_P

(2) 
APS_P

(3) 
CPV_P

(4) 
COM_P

(5) 
SS_P

(6) 
PSM_O

(7) 
APS_O

(8) 
CPV_O

(9) 
COM_O

(10) 
SS_O

(11) 
OC

(1) 1.000

(2) 1.000

(3) 0.644 1.000

(4) 0.623 0.612 1.000

(5) 0.612 0.408 0.583 1.000

(6) 0.576 1.000

(7) 0.556 0.491 0.463 0.399 1.000

(8) 0.523 0.461 0.443 0.397 0.805 1.000

(9) 0.460 0.404 0.414 0.353 0.711 0.828 1.000

(10) 0.404 0.362 0.310 0.347 0.607 0.631 0.692 1.000

(11) 0.558 0.513 0.321 0.412 0.574 0.607 0.592 0.559 0.514 0.488 1.000

[표 8] 연구 1 - 변수별 상관관계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p<0.0001에서 유의함 

    PSM_P : 공공서비스동기_개인, APS_P : 공공봉사 호감도_개인, CPV_P : 공공가치 몰입_개인, COM_P : 약자에 대한 동정_개인, 

    SS_P : 자기희생_개인, PSM_O : 공공서비스동기_조직, APS_O : 공공봉사 호감도_조직, CPV_O : 공공가치 몰입_조직, 

    COM_O : 약자에 대한 동정_조직, SS_O : 자기희생_조직, OC :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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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APS CPV COM SS
개인(P) 조직(O) P-O 개인(P) 조직(O) P-O 개인(P) 조직(O) P-O 개인(P) 조직(O) P-O 개인(P) 조직(O) P-O

전체 5.17 5.04 0.13 5.26 5.07 0.19 5.86 5.22 0.64 5.31 5.09 0.22 4.25 4.80 -0.56

직종
의사 5.14 4.72 0.42a 5.33 4.77 0.56a 5.62 4.95 0.67 5.32 4.82 0.50 4.29 4.35 -0.05b

간호사 5.01 4.92 0.09b 5.08 4.88 0.20b 5.79 5.05 0.74a 5.17 4.99 0.18 4.00 4.77 -0.77a

행정직 5.58 5.53 0.06 5.76 5.55 0.20 6.13 5.75 0.39 5.64 5.56 0.08 4.81 5.25 -0.44

의료기사 5.40 5.36 0.04b 5.49 5.55 -0.06a 5.99 5.61 0.38b 5.52 5.35 0.17 4.60 4.92 -0.32b

기타 5.44 5.19 0.25 5.50 5.35 0.14 6.07 5.41 0.66 5.54 5.14 0.39 4.66 4.87 -0.21b

F value 12.99*** 10.36*** 2.85* 10.35*** 14.06*** 3.82* 4.73** 11.71*** 3.45* 6.85*** 6.23*** 1.90 15.85*** 4.97** 7.22***

근무경력
1년 이하 5.19 5.11 0.07 5.33 5.16 0.17 5.94 5.32 0.62 5.30 5.20 0.10 4.17 4.78 -0.61

1-4년 4.96 4.80 0.16 5.04 4.82 0.22 5.72 4.97 0.75 5.12 4.84 0.28 3.96 4.58 -0.62

5-8년 5.21 4.98 0.23 5.21 5.03 0.18 5.89 5.17 0.72 5.44 5.06 0.39 4.29 4.67 -0.38

9-16년 5.20 5.19 0.01 5.20 5.18 0.02 5.77 5.35 0.42 5.40 5.26 0.14 4.44 4.97 -0.53

≥17년 5.64 5.53 0.11 5.78 5.52 0.26 6.13 5.66 0.47 5.68 5.53 0.15 4.95 5.39 -0.44

F value 15.90*** 12.64*** 0.83 12.54*** 9.83*** 0.70 5.04** 9.98*** 2.47* 8.49*** 9.51*** 1.23 20.07*** 10.04*** 0.83

[표 9] 직종 및 근무경력별 개인과 조직의 PSM 수준과 차이 비교 (n=686)                            (mean)

 * p < .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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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방정식이 개인과 조직의 PSM만 있는 1차 회귀방정식과 비교하여 유

의미한 추가 변량 설명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형 2의 R2 값 증가량의 유의

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개별 영역 및 전반적인 PSM에 대한 다차항 회

귀분석 결과, ‘공익에의 몰입’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역과 전반적인 

PSM과 조직몰입 간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다차항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

이 보다 더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차항회귀분석의 5개 항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 값을 활

용하여 반응표면 그래프를 그렸고, 그래프 상의 y=x 축과 y=-x축의 기울기

와 굴곡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개인의 영역별 및 전반적인 PSM과 조직

의 PSM 적합성과 개인의 조직몰입 간 관계는 다차항 회귀분석에서 제시된 

5개 개별변수의 비표준화계수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5개 비표

준화계수의 선형결합으로 도출된 3차원 곡면의 기울기와 굴곡도 검토를 통

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표 11]과 [그림 6]은 PSM 영역별 개인-조직 PSM 

적합성과 조직몰입 간 관계를 보여준다. 

[표 11]과 [그림 6]에서 보듯이, 공공서비스 호감도 영역에서 다차항 회귀

방정식은 조직몰입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R2=0.53), y=-x 선상에서

의 굴곡도가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굴곡도

=-0.37, p<0.0001). 이는 개인과 조직의 공공서비스 호감도가 일치할수록 

개인의 조직몰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y=-x 선상의 곡면의 기울

기가 부적으로 유의한데, 이는 그래프에서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왼

쪽이 약간 더 높은 형태로 개인보다는 조직의 공공서비스 호감도의 효과가 

조직몰입에 다소 큰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y=x 선상에서는 주로 곡면의 

기울기를 해석하게 된다. 분석결과 y=x 선상의 기울기는 양의 방향(기울기

=0.68, p<0.0001)으로, 이는 개인과 조직의 공공서비스 호감도가 높은 수준

에서 일치할 때 조직몰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가치 몰입의 경우, 다차항 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반응표면 그래프에서도 y=-x 선상의 굴곡도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긴 했

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그림 6]에서 보듯이 기울어진 평면에 가까운 형태

로 나타났다. 

동정심 영역에서는 다차항 회귀방정식의 모형 설명력이 유의한 가운데, 

y=-x 선상의 굴곡도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굴곡도=-0.22, p<0.05)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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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조직의 공공서비스 동기 중 동정심 영역이 일치할수록 조직몰입이 높

아졌다. 또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y=x 선상의 기울기(0.62, p<0.0001)를 

통해 더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 때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자기희생의 경우 다차항 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이 유의하였고, y=-x 선상

의 굴곡도(-0.16, p<0.001)와 y=x선상의 기울기(0.71, p<0.0001)가 모두 유

의하였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과 조직의 자기희생 영역이 

일치하되,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개인과 조직의 PSM이 일치할수록 조직몰입이 높고(y=-x 선

상의 굴곡도 –0.34, p<0.001), 동일한 수준의 개인-조직 적합성이더라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 때(y=x 선상의 기울기, 0.85, p<0.0001) 그 효

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영

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과 직종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의 경우, 20대 집단의 조직몰입이 낮았고, 행정직과 비교하여 간호직의 

조직몰입이 유의하게 낮았다. 

제 4 절 고찰 

본 연구에서는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동기가 조직 

안에서 잘 작동하고, 성과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가치, 문화, 규범과 

같은 조직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개인의 동기

와 조직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조작적으로 ‘PSM 적합성’으로 정의하고, 공공

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의 동기와 조직의 가치체계 간 상호작용이 조직행태, 

구체적으로는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PSM이 수단적, 규범적, 정서적 차원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점을 활

용하여 개인의 PSM이 조직과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잘 부합할 때 조

직몰입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개인의 이타적이고 친

사회적인 PSM과 조직의 가치체계가 일치할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졌고,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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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 CPV COM SS PSM
1 2 1 2 1 2 1 2 1 2

상수 4.73*** 4.77*** 4.76*** 4.75*** 4.74*** 4.79*** 4.73*** 4.78*** 4.70*** 4.69***

성별(남성) -0.10 -0.12 -0.14 -0.12 -0.14 -0.14 -0.03 -0.04 -0.10 -0.09

연령(20대)

   30s 0.23* 0.24* 0.26* 0.25* 0.33* 0.34* 0.24* 0.23* 0.23* 0.23*

   40s 0.41* 0.40* 0.55** 0.54* 0.65*** 0.66*** 0.44* 0.47* 0.46* 0.46*

   ≥ 50s 0.62** 0.58* 0.85*** 0.85*** 0.98*** 0.96*** 0.69** 0.70** 0.73*** 0.69**

교육수준(전문대)

학사 -0.16 -0.16 -0.13 -0.14 -0.10 -0.10 -0.14 -0.14 -0.16 -0.15

석사 이상 -0.20 -0.19 -0.11 -0.12 -0.05 -0.06 -0.12 -0.15 -0.13 -0.14

근무경력(1년 이하)

   1-4 년 -0.16 -0.14 -0.18 -0.18 -0.19 -0.18 -0.24* -0.23* -0.15 -0.15

   5-8 년 -0.08 -0.08 -0.11 -0.12 -0.20 -0.20 -0.19 -0.18 -0.11 -0.14

   9-16 년 0.23 0.26 0.14 0.15 0.05 0.03 0.03 0.05 0.14 0.16

   ≥ 17 년 0.41* 0.43 0.31 0.31* 0.19 0.17 0.11 0.10 0.24 0.24

직종(행정직)

  의사 -0.17 -0.17 -0.20 -0.21 -0.29 -0.31 -0.19 -0.16 -0.10 -0.10

  간호사 -0.37* -0.32* -0.36* -0.38* -0.38* -0.36* -0.43* -0.40* -0.33* -0.30*

의료기사 0.00 0.03 0.06 0.05 0.09 0.10 0.07 0.10 0.08 0.10

 기타 -0.33 -0.22 -0.31 -0.32 -0.33 -0.28 -0.39* -0.35* -0.31 -0.26

[표 10] PSM 영역별 다차항회귀분석 타당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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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 CPV COM SS PSM
1 2 1 2 1 2 1 2 1 2

직급(일반직원)

  중간관리자 0.17 0.20 0.22 0.22 0.21 0.24 0.22 0.26 0.20 0.20

 팀장 이상 0.33 0.34 0.37 0.36 0.25 0.25 0.16 0.22 0.23 0.24

 P (b1) 0.23*** 0.26*** 0.09 0.13* 0.22*** 0.25*** 0.39*** 0.38*** 0.33*** 0.40***

 O (b2) 0.46*** 0.42*** 0.50*** 0.47*** 0.41*** 0.37*** 0.33*** 0.33*** 0.51*** 0.45***

 P2 (b3) -0.07* 0.02 -0.02 -0.06* -0.04

 PO (b4) 0.21*** 0.03 0.11* 0.08* 0.20

 O2 (b5) -0.09* -0.03 -0.08* -0.02 -0.09**

 R2 0.51 0.53 0.47 0.47 0.47 0.48 0.51 0.52 0.53 0.55

 △ R2 0.02 0.00 0.01 0.01 0.02

 F for △ R2 8.85*** 0.67 4.37* 3.56* 5.64**

[표 10] PSM 영역별 다차항회귀분석 타당도 분석결과 - 계속

  * p < .05, ** p < .001,  *** p < .0001

  APS – 공공봉사 호감도, CPV – 공공가치 몰입, COM – 약자에 대한 동정, SS – 자기희생, PSM – 공공서비스동기

  모든 회귀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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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회귀계수 Y=X Y=-X

b1 b2 b3 b4 b5 R2 slope curvature slope curvature

APS 0.26*** 0.42*** -0.07* 0.21*** -0.09* 0.53 0.68*** 0.05 -0.17* -0.37***

CPV 0.13* 0.47*** 0.02 0.03 -0.03 0.47 0.61*** 0.02 -0.34** -0.04

COM 0.25*** 0.37*** -0.02 0.11* -0.08* 0.48 0.62*** 0.01 -0.12 -0.22*

SS 0.38*** 0.33*** -0.06* 0.08* -0.02 0.52 0.71*** -0.01 0.04 -0.16**

PSM 0.40*** 0.45*** -0.04 0.20** -0.09* 0.55 0.85*** 0.07 -0.05 -0.34**

[표 11] 개인-조직간 PSM 적합성과 조직몰입 다차항회귀분석 결과  

    slope = b1 + b2 (Y=X), b1 - b2 (Y=-X) ; curvature = b3 + b4 + b5 (Y=X), b3 - b4 + b5 (Y=-X)

    * p < .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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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인-조직 PSM 적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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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는 ‘공공서비스 호감’과 ‘동정심’ 및 ‘자기희생’ 영역에서 개인과 

조직이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수록, 그리고 조직의 ‘공공서비스 호감’이 개인

보다 높을 때 개인의 조직몰입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의 심화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나친 민간경영전략 또는 수익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적어도 공공병

원이 해야 할 고유기능, 즉 공공의료 제공에 있어서 차별적, 전략적, 우위적 

위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구성원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성원의 조직몰입

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성원의 동기부여, 동기고취도 중요하

지만, 동시에 공공병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고, 병원의 내․
외부를 향하여 조직이 추구하는 공공가치와 미션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유

하는 모습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즉 조직구성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구성원 개인

의 PSM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가치와 신념에 부합하는 조직문화와 가치 등을 구상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적극적

인 조직의 모습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Paarlberg & Perry(2006)에 의하면, 조직가치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행동

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개인이 이미 지닌 가치 범위 내에 조직

가치가 포함되어야만 일련의 조직가치와 관리 노력에 반응한다고 하였다. 

가치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생존하고,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가치와 미션, 비전에 공감, 공유하여 개인의 업

무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에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과 조직의 

가치가 일치할수록 조직과의 일체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인의 

업무태도(만족도, 몰입 등)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 내 인사관리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가치 관리와 연결된다

(Paarlberg & Perry, 2006). 따라서 조직가치를 너무 추상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조직 내 다양한 단위와 부서 내 일상생활에 적용되도록 제시할 필요

가 있다(Paarberg & Perry, 2006).

개인과 조직 PSM 적합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기존의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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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개인이 인식하는 조직의 PSM 수준을 측정하였다. 

Kim et al.(2013)이 Perry(1996)의 도구를 국제비교에 좀 더 용이한 형태로 

수정,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개인은 물론 조직에 적용하였을 때도 도구

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한국 공공병원에 종사하는 개인들은 개

인의 PSM 수준을 조직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희생’ 영역에서는 

조직의 수준이 더 높았다. 한국의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비교하여 높은 인

건비 비중과 낮은 수익구조로 인하여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환자진료를 통한 병원 수익 향상보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제공을 우

선시하는 공공병원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설문응답자들 역시 공공병원은 

곧 병원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익에 대한 개인의 동기와 조직 간 적합성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

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 대다수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직 종사자였던 

점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들은 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수시로 직

접 대면하여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일반 행정직과 달리 이들

은 병원의 이념, 정책, 프로그램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사정보다는 일상업무

(환자진료) 방침을 통해 조직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규범체계를 인식

했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개인과 조직 모두 영역별 수준은 선행연

구와 유사하게 CPV가 가장 높았으나, 개인과 조직 간 차이는 의료전문직인 

의사와 간호사 집단에서 제일 컸고, 특히 CPV 영역의 차이가 컸다. 

본 연구결과는 단면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근속년수에 따른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조직사회화와 공공병원 업무의 특성요인 등이 분석

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석에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시계열자료의 구축과 더불어 조직환경과 업무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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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 영향요인15) 

제 1 절 연구가설 설정

PSM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는 PSM이 영역에 따른 개인의 속성이 아니

므로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점(Andersen & 

Kjeldsen, 2013; Kjeldsen, 2012; Brewer & Selden, 1998; Rainey & 

Steinbauer, 1999; Vandenabeele, 2007; 김상묵, 2014), 영역보다는 제공되

는 서비스의 특성과 개인의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Andersen & 

Kjeldsen, 2013; Kjeldsen, 2012; Andesen et al., 2011)에서 PSM이 더 이

상 행정학의 고유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해외 

PSM 연구 중에는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

고 있으나(Andersen, 2009; Belle, 2013a, 2013b; Schott & Pronk, 2014), 

국내에서는 PSM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의 범위

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김상묵, 2018), 국내 병원종사자

를 포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PSM와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16). 

15) 본 장은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와 영향요인”(윤혜정, 유명순, 2019) 연

구논문의 내용에 의존하고 있음. 해당 논문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연구구성 및 

연구방법 변경되면서 학위논문 구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학술지 게재 

시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았음. 하지만 학술지 게재 이후 심사과정에

서 다시 연구구성 등의 변경이 발생됨에 따라 학위논문에 포함됨. 
16) 연구자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PSM와 관련한 논의는 지

난 2013년 2월에 열렸던 ‘시민참여를 통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모색 

심포지움’에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보건소직원의 인적자원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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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의 핵심요인인 이타주의와 사회친화적 가치는 보건의료인이 궁극적

으로 추구하는 직업윤리의식과 매우 유사하다. PSM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PSM에는 사회화 과정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상

묵, 노종효, 2018). 병원종사자들은 대부분 전문인력으로 일반적인 조직구성

원과 동일하게 조직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조직입사 전에 전문직으로서의 

고등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먼저 경험한다. PSM에서 강

조하는 이타주의적 가치와 상통하는 전문직 병원종사자들의 전문직업정신, 

또는 직업윤리의식은 특히 조직입사 전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 전문직 병원종사자는 이와 같은 전문직 사회화의 결과로 소속된 조직보

다는 개인의 전문분야를 우선시하기 때문에(Heckman et al., 2009; 

Dukerich et al., 2002; Andersen, 2009), 병원 입사 전 전문직으로서의 사

회화 과정은 개인의 PSM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Perry(2000)

의 과정이론과 Vandenabeele(2007)의 제도주의를 활용한 PSM 형성과정에

서는 개인의 PSM 형성에 있어서 조직사회화 과정을 통해 조직의 가치와 

규범, 문화 등이 개인의 자아개념, 즉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영

은 외, 2018). 전문직에게 병원은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보장받고, 전문적 

지배를 실현시키는 장”(조병희, 2019:24)으로, 조직에 속한 전문직은 다른 

일반 구성원과 동일하게 조직사회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조직사회

화 결과로 생기는 조직정체성 역시 이들의 PSM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 초점을 둔 PSM 영향요인은 조직입사 전 경험하는 

일반사회화 요인과 입사 후 조직사회화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김상묵, 노종효, 2018; 김서용 등, 2010; 김서용, 2009). 일반사회화 요인

으로는 Perry(1997)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다.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변

수, 즉 조직입사 전 일반사회화를 통하여 형성된 요인들로 종교생활, 부모의 

역할과 관계, 교육수준, 성별, 연령 등이 개인의 PSM에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내용 중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과,  지방의 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PSM 결정요인에 대하여 연구한 김서용(2009)의 논문이다. 김

서용(2009)의 논문의 경우, 보건소 직원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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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ry(1997)가 제시한 요인 중 성별과 교육수준이 PSM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성별에 따른 PSM의 차이는 국외연

구와 국내연구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즉, 국외의 경우 여성의 PSM

이 남성보다 높지만(Perry, 1997, 2000; Moynihan & Pandey, 2007), 국내 

연구에서는 남성의 PSM이 더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상묵, 

노종표, 2018; 김서용, 2009). 교육수준의 경우 전문직 사회화와도 연관이 

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PSM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rry, 

1997, 2000; Moynihan & Pandey, 2007; 김서용 외, 2010). 

조직사회화 관련 요인의 중요성은 Perry(2000)의 과정이론 제안 후 더욱 

강조되었다. 조직사회화란 개인이 조직에 들어온 후 경험하는 것으로, 조직

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과정(Chao et al., 1979)이며,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조직생활에 필요한 태도, 행태 및 지식 등을 획득한다(김서용 외, 

2010). 개인은 조직사회화를 통해 조직구조, 조직문화, 업무특성 및 인간관

계 등을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PSM 수준에 영향을 준다. 관련 

요인으로는 리더십(Park&Rainey, 2008; Wright et al., 2012; 박창호, 

2017),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김서용 외, 2010; Camilleri, 2007; 김상묵, 

노종효, 2018), 관료적 형식주의와 위계적 권위, 개혁지향 등의 조직문화와 

조직구조(김서용, 2009; 박순환, 이병철, 2017; Moynihan & Pandey, 

2007) 등이 개인의 PSM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무특성으로

는 업무자율성(박순환, 이병철, 2017; 박창권, 2013), 업무모호성(김서용, 

2009; Camilleri, 2007), 직무중요성(박창권, 2013; 하미승 외, 2018)과 같

은 변수들이 개인의 PSM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사회화 요인 중 전문직 정체성과 

조직정체성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전문직의 경우 조직정체성보다는 전문직 

정체성이 더 두드러짐에 따라 준거집단으로서 조직보다는 직종을 우선시함

으로써 조직 또는 조직관리 집단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조직에 

소속된 한 구성원으로서 조직은 이들에게 전문성 실현과 유지를 위한 토대

를 제공하고, 이들 전문직을 조직의 규범과 문화, 가치에 적응시키고자 한

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전문주의 발달 과정을 살펴본 조병희(2000)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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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전문직은 조직과의 관력관계가 서양의 전문직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조직정체성과 전문직정체성 간 갈등관계가 크게 두드러지

지 않거나 없을 수 있다. 

가설 1. 전문직 정체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PSM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조직정체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PSM가 높아질 것이다.

사회화 요인과 더불어 개인의 PSM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크게 개

인의 직무관련 요인과 조직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직무

관련 요인으로는 업무과중과 개인-직무 적합성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과다

한 업무량은 현재 우리나라 병원이 경험하고 인력문제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개인의 PSM이 아무리 높더라도, 과도한 업무에 계속 시달리게 

될 경우, 업무를 통한 PSM 실현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개인은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본인

이 갖고 있는 PSM 욕구를 총족할 수 있다. 공공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이 본인의 업무를 통해 사회와 타인의 안녕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즉, 

개인의 업무와 가치체계가 잘 맞는다면 개인의 PSM은 높아질 수 있다.

가설 3. 업무과중이 높을수록 개인의 PSM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 4.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PSM가 높아질 것이다.  

조직관련 요인으로는 조직공정성과 조직비전의 명확성을 살펴보았다. 조

직공정성은 “개인의 조직에 대한 기여가 그가 조직으로부터 받은 보상과 관

련된 정도”(김호균 & 김정인, 2013:163)로, 조직으로부터 받는 대우의 공

정한 정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다. 

가설 5. 조직비전 명확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PSM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6. 조직공정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PSM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7. PSM의 영향요인은 병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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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8. PSM의 영향요인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병원종사자의 PSM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에 앞서, 병원종사자의 

PSM 수준을 파악하고, 이 PSM 수준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종사자 간 

차이가 있는지, 직종별로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는 현황파악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본 연구가 국내 병원종사자의 PSM을 연구한 

첫 사례인 점에서, PSM의 출처인 행정학에서 주장하는 PSM의 기본가정이 

병원종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문직 특성이 매우 뚜렷한 

의료전문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행정학의 기본가정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

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종사자의 PSM 현황파악을 통해 살펴

볼 연구질문은 아래와 같다. 

연구질문 1.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종사자의 PSM 수준은 차이가 나는가? 

연구질문 2. 의료직과 비의료직의 PSM 수준은 차이가 나는가?

  연구질문 1은 행정학 PSM의 기본가정인 “PSM이 높은 개인은 공공영

역을 선호할 것이다”가 병원종사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질문 2는 “PSM은 영역보다는 개인이 하고 있는 일(직종과 업무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다”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질문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분석의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1개 시립병원(이하 병원 A)과 경기도 

소재 1개 민간병원(이하 병원 B)의 전체 구성원으로, 2015년 설문조사를 통

해 수집된 자료이다. 설문조사는 연구진에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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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병원관계

자와 실무부서의 협조를 받아 병동 및 부서별로 구성원 수에 따라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배포 전, 문항 검토를 위해 해당 병원의 직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문항의 일

부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응답자인 병원 구성원들은 자발적 설문참여에 대

한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밀봉용테이프가 부착된 

서류봉투(설문지 배포 시 동봉)에 넣어 응답자가 직접 밀봉한 후 지정된 수

거함으로 제출하고, 연구진이 설문기간 종료 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공공병원인 A 병원은 총 800부 (회수율 78.1%), 민간병원인 B 병원은 

총 766부(회수율 69.1%)가 수거되었고, 이 중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문항

과 분석에 포함되는 문항에 무응답했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77부(A 병원 34

부, B 병원 43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1,489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

하였다. 모든 설문조사는 사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E1505/001-011)의 승인을 받고, 약 7일 정도 진행되었다. 

A 병원 B 병원 

설문 기간 15.5.15-22 15.8.21-28

설문지 배포 1,024부 1,108부 

설문지 회수 
(회수율) 

800부
(78.1%)

766부
(69.1%)

[표 12] 연구 2 -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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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A 병원 B 병원 χ2
소계 1,489 (100.0) 766 (100.0) 723 (100.0)

성별
남 275 (18.5) 138 (18.0) 137 (19.0)

0.22
여 1,214 (81.5) 628 (82.0) 586 (81.0)

연령

20대 667 (44.8) 320 (41.8) 347 (48.0)

9.30*30대 468 (31.4) 252 (32.9) 216 (29.9)
40대 269 (18.1) 140 (18.3) 129 (17.8)

50대 이상 85 (5.7) 54 (7.1) 31 (4.3)

교육
수준

전문대졸 이하 587 (39.4) 311 (40.6) 276 (38.2)
1.64학사 716 (48.1) 356 (46.5) 360 (49.8)

석사 이상 186 (12.5) 99 (12.9) 87 (12.0)

근속
기간

1년 이하 267 (17.9) 125 (16.3) 142 (19.6)

173.68***

1-4년 479 (32.2) 355 (46.3) 124 (17.2)
5-8년 220 (14.8) 84 (11.0) 136 (18.8)
9-16년 303 (20.4) 90 (11.8) 213 (29.5)

17년 이상 220 (14.8) 112 (14.6) 108 (14.9)

총 
경력

1년 이하 170 (11.4) 75 (9.8) 95 (13.1)

11.89*

1-4년 501 (33.7) 276 (36.0) 225 (31.1)
5-8년 300 (20.2) 167 (21.8) 133 (18.4)
9-16년 307 (20.6) 142 (18.5) 165 (22.8)

17년 이상 211 (14.2) 106 (13.8) 105 (14.5)

직급
일반직원 1,283 (86.2) 700 (91.4) 583 (80.6)

38.04***중간관리자 125 (8.4) 45 (5.9) 80 (11.1)
팀장급 이상 81 (5.4) 21 (2.7) 60 (8.3)

직종

의사 83 (5.6) 60 (7.8) 23 (3.2)

53.24***간호사 943 (63.3) 489 (63.8) 454 (62.8)
행정 220 (14.8) 134 (17.6) 876 (11.9)

의료기사 243 (16.3) 83 (10.8) 160 (22.1)

[표 13] 연구 2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 p < .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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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포함된 최종 1,489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3]과 같다. 병원별로

는 A 병원 구성원이 51.4%, B 병원 48.6%로 민간과 공공병원 간 응답자

의 차이는 없었다(χ2=1.24, p=0.27). 여성 응답자가 전체의 약 82%로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병원유형별로 응답자의 성별 차이는 없었다. 연

령별로는 20-30대가 가장 많았고 (전체의 76.2%), 20대 응답자 중에는 민

간병원 종사자가 더 많았다. 응답자의 60%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을 소유하고 있었다. 근속기간은 전체적으로는 4년 이하가 50.1%인 가운데, 

A 병원의 경우 근속기간 1-4년 응답자가 46.3%로 가장 많았고, B 병원의 

경우 9-16년인 응답자가 29.5%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병원에 따라 근속기

간의 차이가 있었다. 총 경력기간은 1-4년이 33.7%, 5-16년 40.8%, 17년 

이상 14.2%, 1년 이하 11.4%로 근속기간 분포와는 다른 분포를 보였다. 직

급별로는 일반직원이 86.2%로 대다수인 가운데, B 병원의 경우 중간관리자

급 응답이 11.1%로 A 병원(5.9%)보다 많았다. 직종별로는 간호사(63.4%), 

의료기사(16.3%), 행정(14.8%), 의사(5.6%) 순이었으며, 의사와 행정직의 

경우 A 병원의 응답률이 더 높지만, 의료기사는 B 병원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수설명   

2.1 종속변수 – 공공서비스동기  

PSM은 Kim et al.(2013)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Perry(1996)의 

제한점을 보완, 수정한 도구로 공공봉사 호감도(Attraction to Public 

Service, APS), 공공가치 몰입(Commitment to Public Value, CPV), 동정심

(Compassion, COM) 및 자기희생(Self-sacrifice, SS)의 4개 영역,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6개 문항 중 예비조사 시 나온 의견이 반영되어 

APS 문항 중 1개 문항과 CPV 문항 중 2개 문항의 표현이 수정되었다. 원

도구와 달리 수정된 표현에서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의료’라는 표현

이 사용됨에 따라 분석에서는 수정된 문항은 제외하고 총 13문항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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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공공봉사 호감도(Attraction to Public Serivce, APS), 공공가치 몰입

(Commitment to Public Value, CPV), 동정심(Compassion, COM) 및 자

기희생(Self-sacrifice, SS)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영역별 측정문항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나에게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PS), “공공서비스 종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

해야 한다.” (CPV), “타인의 안녕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COM), “나는 공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SS) 

분석 시에는 4개 하위영역별 평균 및 전체 16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PSM 전체 Cronbach’s α는 0.94, 영역별로는 APS 

0.91, CPV 0.92, COM 0.88 SS 0.92로 신뢰도 기준 0.7 이상 (Nunnally 

& Bernstein, 1994)을 충족하였다. 

2.2 독립변수

 (1) 직무요인 – 개인-직무적합성, 업무과중  

직무특성은 개인-직무 적합성(person-job fit)과 업무과중(work 

overload) 변수이다. 개인-직무 적합성은 Saks & Ashforth (2002)의 도구

를 사용하였다. “내 직무는 일에 대한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내 직무

는 예전부터 내가 원하던 직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등 총 4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 시에는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고, Cronbach’s α는 0.92였다. 

업무과중은 Peterson et al.(199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이며, 

“나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주어져 있다”, “나의 업무량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업무의 질을 유지하기 힘들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Cronbach’s 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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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였다. 

 (2) 조직요인 – 조직비전 명확성, 조직공정성 

조직비전의 명확성은 Oswald, Mossholder & Harris (1994)의 vision 

salience 3문항을 사용하였다.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전략적 방향에 대한 

비전은 매우 명확하다”, “우리병원의 비전은 조직이 변화해야 하는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Cronbach’s α는 0.95였다. 조직공정성은 Dutch Scale을 인용한 

Janssen(2000)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이근주 & 이혜윤(2007)의 4문항

을 사용하였다. “내가 일에 들인 노력과 그에 대한 보상이 서로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병원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사회정체성 요인 – 전문직동일시, 조직동일시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정체성 중 ‘동일시’ 측면을 측정하

는 Mael & Ashforth(1992)의 조직동일시 6문항을 사용하였다. ‘전문직동일

시’는 ‘조직동일시’ 문항에서 “조직”이라는 표현을 “나와 같은 직종”으로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Heckman et al., 2009). 설문문항은 “나는 우리 조직/나

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 마치 내가 칭찬을 받는 

느낌이 든다.”, “나는 우리 조직/나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그림 7]과 같이 구성하였

다. 병원종사자들의 PSM 수준에 직무관련, 조직관련 및 사회화 관련 요인

들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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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이미 이론적 논의와 타당성이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도구들로, 개념별로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 근거가 검증되었으

므로 탐색적 요인분석보다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연구자료에 더 

적합하다(Van Prooijen & Van Der Kloot, 2001).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1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통해 구성타

당도를 판단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PSM 수준을 t-test와 

ANOVA(tukey 사후검정)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직무관련 요인, 조직관련 요인 

및 사회화 관련 요인이 개인의 PSM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PSM은 전체 평균점수와 더불어 4개

의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모든 분석은 병원유형과 직종별로 각

각 시행하였다. 분석 시 표준화 회귀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요인별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PSM 평균과 변수 간 상관관계, 다중회

귀분석은 SAS 9.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림 7] 연구모형 2 – 병원종사자의 PSM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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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SRMR, RMSEA의 경우 0.05 이하로 

기준값을 충족하였고(Hair et al., 2006), 증분적합지수인 CFI도 0.9 이상으

로 기준값을 충족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수렴타당도는 

각 측정문항별 표준요인 적재량과 평균분산추출 지수(AVE), 그리고 개념신

뢰도(C.R.)로 판단하였다. 모든 문항에서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으로 유의하

였고, 잠재변수별 AVE 값도 0.5-0.7 사이로 기준(0.5 이상)을 충족하고 있

었다(Hair et al., 2006; Fornell & Larcker, 1981). CR값의 경우 모든 잠

재변수에서 최소 0.8 이상으로 기준값인 0.7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수렴타

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별타당도는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ϕ±2×S.E.)

에 1.0의 포함 여부로 판단하였다(Fornell& Larker, 1981). 상관관계가 0.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조직동일시-전문직동일시(ϕ=0.734), 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치 몰입(ϕ=0.646), 공공봉사 호감도-동정심(ϕ=0.623), 공공가치 몰

입-동정심(ϕ=0.660), 그리고 동정심-자기희생(ϕ=0.611) 영역의 상관계수와 

표준오차(순서대로, 0.048, 0.032, 0.028, 0.025, 0.029)를 [ϕ±2×S.E.] 식

에 대입한 결과, 1.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Cronbach’s α 값을 통해 살펴본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의 경

우 0.8-0.9 수준으로 기준(0.60 이상)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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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측정문항 표준
요인적재량 

평균분산
추출지수 (AVE)

개념신뢰도 
(CR)

신뢰도
계수(α)

공공봉사 
호감도 
(APS)

APS2 0.905
0.725 0.887 0.902APS3 0.92

APS4 0.791

공공가치 몰입
(CPV)

CPV3 0.832
0.716 0.834 0.841

CPV4 0.872

약자에 대한 
동정 (COM)

COM1 0.797

0.640 0.877 0.881
COM2 0.767
COM3 0.839
COM4 0.825

자기희생
(SS) 

SS1 0.82

0.674 0.892 0.917
SS2 0.894
SS3 0.829
SS4 0.896

업무과중
(WO)

WO1 0.905

0.665 0.908 0.935
WO2 0.893
WO3 0.869
WO4 0.799
WO5 0.849

개인-직무 
적합성
(PJFIT) 

PJFIT1 0.893

0.683 0.896 0.922
PJFIT2 0.937
PJFIT3 0.879
PJFIT4 0.744

비전명확성
(VS)

VS1 0.917
0.817 0.931 0.951VS2 0.96

VS3 0.914

[표 14] 연구 2 -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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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
(OJ)

OJ1 0.718

0.532 0.818 0.874
OJ2 0.893
OJ3 0.856
OJ4 0.721

조직동일시
(OIDN)

OIDN1 0.856

0.598 0.899 0.942

OIDN2 0.873
OIDN3 0.781
OIDN4 0.873
OIDN5 0.909
OIDN6 0.833

전문직동일시
(PIDN)

PIDN1 0.792

0.500 0.857 0.899

PIDN2 0.839
PIDN3 0.754
PIDN4 0.765
PIDN5 0.821
PIDN6 0.684

 모형적합도: χ2 = 3815.44***, df=734, RMSEA = 0.053, CFI= 0.940,      
             SRMR=0.042, TLI=0.932  

[표 14] 연구 2 -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계속

2. 주요 변수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각각의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는 [표 16]과 같다. 개인의 PSM은 개인-직무 적합성, 비전명확성, 개인-조

직 가치일치, 조직동일시 및 전문직 동일시와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고, 모두 유의수준 p<0.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업무과

중의 경우 개인의 PSM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p=0.06). PSM의 4가지 하위영역별로도 영향요인들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업무과중 변수의 경우 SS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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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no. of 
item 

 α mean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APS 3 0.90
5.02

(1.02)
2.00 7.00 -0.04 -0.47

CPV 2 0.84
5.78

(0.95)
2.00 7.00 -0.72 0.13

COM 4 0.88
5.33

(0.88)
1.75 7.00 -0.38 0.10

SS 4 0.92
4.24

(1.05)
1.00 7.00 -0.07 0.16

PSM 13 0.92
4.99

(0.79)
2.00 7.00 -0.09 -0.20

업무과중 5 0.94
4.53

(1.09)
1.00 7.00 0.04 0.13

개인-직무
적합성

4 0.92
4.52

(1.08)
1.00 7.00 -0.09 -0.04

조직비전
명확성

3 0.95 4.70
(1.15) 1.00 7.00 -0.07 -0.00

조직공정
성

4 0.87 3.59
(1.08) 1.00 7.00 0.11 0.27

전문직동
일시

6 0.90 4.93
(1.00) 1.00 7.00 -0.19 0.05

조직동일
시

6 0.94 5.02
(1.19) 1.00 7.00 -0.51 0.38

[표 15] 연구 2 - 변수별 기술통계량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α - cronbach’s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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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SM (2) APS (3) CPV (4) COM (5) SS (6) PJFIT (7) WO (8) VS (9) OJ (10) 
OIDN

(11)
PIDN

(1) 1.00

(2) 1.00

(3) 0.59*** 1.00

(4) 0.57*** 0.57*** 1.00

(5) 0.53*** 0.35*** 0.56*** 1.00

(6) 0.45*** 0.41*** 0.28*** 0.31*** 0.42*** 1.00

(7) -0.05 -0.04 0.00 0.01 -0.09** -0.17*** 1.00

(8) 0.40*** 0.34*** 0.29*** 0.28*** 0.35*** 0.43*** -0.02 1.00

(9) 0.11*** 0.10** 0.03 0.03 0.15*** 0.22*** -0.40*** 0.24*** 1.00

(10) 0.54*** 0.48*** 0.37*** 0.40*** 0.47*** 0.48*** 0.01 0.52*** 0.17*** 1.00

(11) 0.54*** 0.47*** 0.39*** 0.43*** 0.45*** 0.41*** 0.07* 0.41*** 0.06* 0.68*** 1.00

[표 16] 연구 2 - 변수별 상관관계 

   * p<0.05, ** p<0.001, *** p<0.0001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PJFIT – person-job fit, WO – work overload, VS – organizational vision salience, 

   OJ – organizational justice, OIDN –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PIDN – professional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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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 수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PSM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PSM의 전반적 수준은 7점 기준 4.99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

다. 하위 영역별로는 CPV 영역이 평균 5.78로 가장 높았고, SS 영역이 

4.24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속기간, 직급 및 직종에 따른 차이는 모두 유의

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PSM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20대와 

30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SM 수준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석사 이상

의 고학력 집단의 PSM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과 총 경력

기간에 따른 PSM 차이는 유사했는데, 17년 이상으로 장기근속자 집단과 

경력기간이 17년 이상인 집단의 PSM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근속기간 및 총 

경력기간이 1-4년인 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직급의 경우 일반직

원의 PSM 수준이 낮았다. 직종별로는 행정직이 가장 높은 수준의 PSM을 

보이는 가운데, 간호직의 PSM이 낮게 나타났다. 

PSM의 하위영역별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병원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APS 영역과 SS 영역에서 A 병원이 B 병원보다 평균점수가 높았

고, CPV와 COM 영역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두 병원 모두 CPV 영

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SS 영역이 가장 낮았다. 모든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

다. 고학력 집단의 PSM 하위영역별 평균이 높은 가운데, COM 영역에서는 

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근속기간과 총 경력기간의 경우 

PSM 전체 평균과 동일하게 17년 이상 장기근속자 및 장기경력자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고, 1-4년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직종

별로는 행정직과 의료기사직의 점수가 높고, 간호직이 가장 낮았다. 

병원과 직종에 따른 PSM 비교를 위하여 응답대상자의 직종을 의료직과 

비의료직으로 재구분하였다. 의사와 간호사인 경우 ‘의료직’으로, 의료기사

와 행정직은 ‘비의료직’으로 구분하였다. t-test를 통한 병원별, 직종별 병원

종사자의 PSM 및 하위 4개 영역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병원별 차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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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PSM APS CPV COM SS

전체 4.99±0.79 5.02±1.02 5.78±0.96 5.33±0.88 4.24±1.05

성별
남 5.25±0.79 5.36±0.98 5.97±0.93 5.45±0.87 4.59±1.13

여 4.93±0.78 4.94±1.02 5.74±0.96 5.30±0.88 4.16±1.01

t value 6.06*** 6.32*** 3.69** 2.64* 5.90***

연령

20대 4.80±0.73a 4.80±0.97a 5.59±0.95a 5.18±0.86a 4.03±0.96a

30대 4.92±0.77b 4.98±1.02b 5.78±0.95b 5.26±0.86a 4.10±1.04a

40대 5.40±0.79c 5.41±1.01c 6.09±0.94c 5.68±0.88b 4.75±1.00b

50대 이상 5.56±0.66c 5.60±0.87c 6.28±0.53c 5.71±0.78b 5.02±0.9b

F value 58.81*** 35.01*** 27.30*** 28.76*** 54.87***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하 4.92±0.77a 4.89±1.02a 5.69±0.95a 5.29±0.84a 4.18±1.04a

학사 4.99±0.80a 5.04±1.02a 5.80±0.98a 5.32±0.92 4.23±1.05a

석사 이상 5.20±0.77b 5.31±0.98b 5.98±0.85b 5.47±0.85b 4.45±1.07b

F value 8.78** 12.01** 6.98* 2.92 4.61*

근속기간

1년 이하 4.96±0.74a 5.05±1.01a 5.75±0.93a 5.27±0.82a 4.2±0.96a

1-4년 4.85±0.78a 4.88±1.02a 5.65±0.95a 5.17±0.89ac 4.12±1.03a

5-8년 4.89±0.78a 4.92±1.05a 5.76±0.95a 5.28±0.89a 4.04±1.08a

9-16년 4.99±0.77a 4.96±0.97a 5.78±0.97a 5.40±0.88ad 4.20±1.05a

17년 이상 5.42±0.77b 5.43±0.98b 6.11±0.91b 5.68±0.83b 4.81±0.98b

F value 22.32*** 12.45*** 9.44*** 14.52*** 21.05***

[표 17]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PSM 수준                                       (평균±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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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경력

1년 이하 4.94±0.73a 4.94±0.97a 5.67±0.94a 5.26±0.82a 4.24±0.93a

1-4년 4.83±0.76ac 4.88±1.02a 5.64±0.96a 5.16±0.88ac 4.05±1.01ac

5-8년 4.86±0.76ac 4.87±0.99a 5.71±0.93a 5.22±0.88a 4.08±1.06a

9-16년 5.05±0.79ad 5.07±1.01a 5.82±0.99a 5.43±0.86ad 4.26±1.04ad

17년 이상 5.51±0.73b 5.53±0.96b 6.23±0.8b 5.76±0.81b 4.89±0.97b

F value 33.88*** 18.72*** 15.85*** 21.02*** 28.64***

직급

일반직원 4.93±0.78a 4.96±1.02a 5.73±0.95a 5.28±0.88a 4.16±1.03a

중간관리자 5.37±0.80b 5.36±1.02b 6.07±0.98b 5.66±0.83b 4.72±1.05b

팀장급 이상 5.38±0.74b 5.40±0.98b 6.16±0.81b 5.60±0.87b 4.75±0.98b

F value 28.92*** 15.18*** 14.61*** 15.19*** 27.76***

직종

의사 4.98±0.77a 5.16±1.03 5.81±0.8 5.21±0.86a 4.19±1.16a

간호사 4.88±0.78ac 4.88±1.02a 5.70±0.97a 5.26±0.88ac 4.10±1.02ac

행정 5.31±0.76b 5.38±1.01b 5.97±0.94b 5.56±0.85b 4.68±0.99b

의료기사 5.12±0.77ad 5.16±0.95b 5.89±0.92b 5.42±0.89d 4.41±1.03ad

F value 21.15*** 17.87*** 6.22** 8.50*** 21.96***

[표 17]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공공서비스동기 – 계속                          (평균±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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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t

직종

t

의료직 

t

비의료직

tA 병원 
(n=766)

B 병원 
(n=723)

의료직
(n=1,026)

비의료직
(n=463)

A 병원 
(n=549)

B 병원 
(n=477)

A 병원 
(n=217)

B 병원 
(n=246)

PSM 5.02±0.81 4.96±0.77 1.45 4.89±0.78 5.21±0.78 -7.34*** 4.94±0.80 4.83±0.75 2.26* 5.21±0.8 5.21±0.75 0.10

APS 5.08±1.03 4.95±1.02 2.39* 4.91±1.02 5.26±0.99 -6.30*** 4.99±1.04 4.81±0.99 2.74* 5.31±0.96 5.22±1.01 0.95

CPV 5.79±0.92 5.77±0.99 0.23 5.71±0.96 5.93±0.93 -4.01*** 5.73±0.93 5.69±0.98 0.71 5.92±0.88 5.93±0.98 -0.21

COM 5.30±0.88 5.35±0.89 -1.15 5.25±0.88 5.49±0.87 -4.72*** 5.26±0.86 5.25±0.90 0.07 5.41±0.9 5.55±0.84 -1.68

SS 4.31±1.07 4.16±1.02 2.67* 4.10±1.04 4.54±1.02 -7.52*** 4.20±1.04 4.00±1.02 3.12* 4.59±1.1 4.49±0.94 1.07

[표 18] 병원 및 직종별 PSM 수준 비교                                                              (mean±s.d)

  * p<0.05, ** p<0.001, *** p<0.0001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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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차이가 두드러졌다([표 18] 참고).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PSM은 

고용영역보다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과 개인의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Andersen & Kjeldsen, 2013; Kjeldsen, 2012)과 맥을 같이 한

다. 

하지만,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 즉 

사람들에게 실제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개인의 

PSM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직종별, 즉 실제 환자와 직접적으로 대면

하고,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직(의사, 간호사)의 PSM이 비의료

직(행정직, 의료기사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4개 영역에서 모두 

의료직이 비의료직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동일

한 직종인 경우, 공공과 민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의료직

의 경우 공공병원 종사자가 PSM이 더 높았고, 비의료직의 경우 병원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없다. 이는 공공과 민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즉 직종과 직무내용이 동일한 경우, 공공과 민간이라는 고용영역은 PSM의 

수준이 아닌 유형의 차이라는 Andersen et al.(2011)의 결과와도 다른 결과

를 보여준다.

t-test의 결과는 잠재평균 분석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

고). 먼저, 병원별 비교에서는 A 병원을 기준집단으로 한 결과, B 병원의 

PSM과 하위영역 중 APS, CPV 및 SS 영역의 평균이 A 병원보다 각각 

0.06, 0.14, 0.02, 0.1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OM 영역의 경우 B 병원의 

평균이 A 병원보다 0.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한 결과, t-test와 동일하게 APS와 SS 영역에서만 집단 간 잠재평

균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는 0.2 이하로 A 병원과 

B 병원의 APS와 SS 영역 간 잠재평균 차이의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직종별 비교에서는 의료직을 기준집단으로 한 결과, 비의료직의 PSM과 

하위영역이 모두 의료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hen의 효과크기(d)

를 기준으로 직종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하위영역은 자기희생 영역이

었다([표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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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원 B 병원 d

PSM 0 -0.059 0.11

APS 0 -0.139* 0.13

CPV 0 -0.016 0.02

COM 0 0.053 0.09

SS 0 -0.159** 0.15

[표 19] PSM 잠재평균분석 – 병원별  

  * p<0.05, ** p<0.01, *** p<0.001, d=Cohen의 효과크기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의료직 비의료직 d

PSM 0 0.308*** 0.58

APS 0 0.381*** 0.35

CPV 0 0.211*** 0.29

COM 0 0.215*** 0.36

SS 0 0.439*** 0.40

[표 20] PSM 잠재평균분석 – 직종별  

  * p<0.05, ** p<0.01, *** p<0.001, d=Cohen의 효과크기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한편 t-test를 통한 집단간 관측변수들의 평균차이와 잠재평균분석을 통

한 잠재변수들의 평균의 차이값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PSM 측정

모형의 측정오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잠재변수가 관측

변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우종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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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직종별

관측변수 
평균 차이

잠재변수 
평균 차이 

관측변수 
평균 차이

잠재변수 
평균 차이 

PSM 0.06 0.06 0.32 0.31

APS 0.13 0.14 0.35 0.38

CPV 0.02 0.02 0.22 0.21

COM 0.05 0.05 0.24 0.22

SS 0.15 0.16 0.44 0.44

[표 21] t-test와 잠재평균을 통한 병원별, 직종별 PSM 차이 비교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4.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 영향요인 분석결과 

직무관련 요인, 조직관련 요인 및 사회화 관련 요인이 병원종사자의 PSM

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PSM과 하위 4개 영역별로 

각각 PSM 영향요인을 분석한 뒤, 병원유형과 직종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PSM과 하위 영역별로 각각 세부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표준화 회귀계수

를 사용함으로써 각 요인별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4.1 PSM 전체 영향요인 

병원종사자의 직무관련 요인 중 개인-직무적합성은 PSM과 긍정적인 유

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160, p<0.0001). 조직관련 요인

에서는 조직비전이 명확하다고 인식할수록 개인의 PSM이 높아졌다(β

=0.075, p<0.05). 사회정체성 관련 요인에서는 조직동일시(β=0.179, 

p<0.0001)와 전문직 동일시(β=0.307, p<0.0001) 모두 PSM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이 중 전문직동일시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분석결과는 단변량 분석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병원유형에 따라 PSM 수준이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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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집단과 비교하여 40대 이상 집단에서 PSM이 높았다.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교육수준에 따른 PSM 차이는 없었고, 근속기간의 경우 

1년 이하 신입직원들과 비교하여 9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의 PSM이 더 낮

았다. 

병원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 병원 모두 개인-직무 적합성이 PSM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인 A 병원의 경우 조

직비전은 개인의 PSM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고, 민간병원인 B 

병원에서는 조직비전의 명확성과 PSM이 정(+)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사회

정체성 관련 요인에서도 두 병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조직동일시와 전문직

동일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은 동일한 결과였

으나,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병원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A 병원의 경우 조직동일시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β=0.306, p<0.0001), B 

병원에서는 전문직동일시의 효과(β=0.391, p<0.0001)가 두드러졌다. 

직종별로는 의료직과 비의료직 모두 개인-직무적합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PSM이 높아졌고, 조직 및 전문직 동일시가 높을수록 PSM이 높아졌다. 또

한 의료직과 비의료직 모두 사회정체성 요인 중 전문직 정체성인 전문직동

일시가 조직동일시보다 개인의 PSM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차이는 조직관련 요인에서 나타났는데, 비의료직의 경우 조직비전이 

명확하다고 인식할수록 개인의 PSM이 높아졌다. 

그 외 개인의 연령, 근속기간, 17년 이상 경력자, 직종 및 병원유형에 따

라 개인의 PSM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PSM의 차이는 B 병원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근속기

간과 PSM 간 (-) 관계 역시 B 병원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연령과 근속기간, 총경력 및 직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먼저 의료직의 경우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PSM 차이는 없었으

나, 1년 이하 신입직 대비 9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의 PSM이 유의하게 낮

았고, 경력기간의 경우 경력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들과 비교화여 총 경력

이 17년 이상인 경우 PSM이 높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대비 중간관리자

급의 PSM이 높게 나타났다. 비의료직의 경우 연령과 직급에 따른 PSM 차



- 83 -

이가 유의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 대비 40대 이상에서 PSM이 높았고, 직

급별로는 팀장급 이상인 경우 PSM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공공서비스 호감(APS)  

개인-직무 적합성(β=0.157, p<0.0001), 비전명확성(β=0.066, p<0.05)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APS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체성 관

련 요인(조직동일시(β=0.174, p<0.0001)와 전문직동일시(β=0.247, 

p<0.0001)) 역시 개인의 APS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이 때, PSM과 동일하게 전문직동일시의 효과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A 병원 종사자의 개인-직무적합성(β=0.189, p<0.0001)이 높을수록 APS

의 수준도 유의하게 높아졌고, 사회정체성 요인 중에서는 조직동일시(β

=0.264, p<0.0001)와 전문직동일시(β=0.180, p<0.0001) 모두 APS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조직동일시의 영향력의 크기가 전문직동일시보

다 컸다. 

B 병원 역시 A 병원과 동일하게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APS가 높

았으며(β=0.117, p<0.05), 조직동일시(β=0.128, p<0.05)와 전문직동일시

(β=0.266, p<0.0001) 모두 개인의 APS과 정(+)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 사

회정체성 요인에서는 A 병원과 다르게 전문직동일시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의료직과 비의료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개인-직무 적합성

이 높을수록 개인의 APS가 유의하게 높아졌고(의료직 β=0.146, p<0.0001, 

비의료직 β=0.167, p<0.001), 조직 및 전문직 동일시가 모두 유의한 가운

데, 두 집단 모두 전문직동일시의 효과가 조직동일시보다 크게 나타났다(의

료직 β=0.260, p<0.0001, 비의료직 β=0.245, p<0.0001).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여성의 APS가 남성보다 낮고, 20대의 APS 수준이 낮았다. 근속기

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APS는 낮아졌고, 총 경력기간의 경우 1년 미만 대

비 1-4년 집단과 17년 이상 집단의 APS가 유의하게 높았다. A 병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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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APS 수준이 낮아졌다. B 병원의 경우 연령이 높

아질수록 APS 수준도 높아졌고,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APS는 낮아졌다. 

또한 총 경력기간이 9년 이상인 집단의 APS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APS가 낮았고, 20대인 경우 3-40대보다 

APS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이하로 짧

은 경우 APS가 높았다. 비의료직에서는 근속기간과 직급에 따른 APS의 차

이가 유의하였다.

4.3 공공가치 몰입(CPV)   

개인의 CPV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직무 적합성(β=0.058, 

p<0.05), 비전명확성(β=0.100, p<0.001), 조직동일시(β=0.125, p<0.001) 

및 전문직동일시(β=0.234, p<0.00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PSM 전

체 수준 및 APS 영역과 동일한 결과이며, 사회정체성 관련 요인에서 전문

직동일시의 영향력이 조직동일시의 영향보다 큰 것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A 병원의 경우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CPV가 높아졌고(β=0.089, 

p<0.05), 조직관련 요인과 개인의 CPV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화 관

련 요인들은 모두 유의하였고, 전문직동일시의 영향력이 더 컸다. B 병원 

종사자의 경우, 개인-직무 적합성은 유의하지 않지만, 조직비전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점에서 A 병원과 차이가 있었다(β=0.166, p<0.0001). 사

회정체성 요인에서도 A 병원과 차이가 있었는데, 전문직 동일시의 효과만 

유의하였고(β=0.228, p<0.0001) 조직동일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종별로 개인-직무 적합성의 효과는 의료직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고, 조직관련 요인인 비전명확성의 효과는 비의료직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체성 요인 역시 의료직과 비의료직 간 차이가 있었는데, 의

료직의 경우 전문직동일시와 조직동일시의 효과가 모두 유의한 가운데, 전

문직동일시가 미치는 영향이(β=0.244, p<0.0001) 조직동일시의 영향(β

=0.161, p<0.001)보다 큰 반면, 비의료직의 경우 전문직동일시의 효과만 유

의하게 개인의 CPV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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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총 경력기간이 17년 이상으로 긴 집

단의 CPV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별 CPV 차이는 민간병원인 B 병원과 비의료직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났고, 근속기간에 따른 CPV의 차이는 B 병원과 의료직에서 두

드러졌다. 또한 의료직의 경우 근속기간과 동일하게 총경력의 효과도 유의

하게 나타났는데,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CPV는 낮아진 반면, 총경력의 경

우 총경력기간이 길어질수록 CPV가 높아졌다. 

4.4 동정심(COM)

병원종사자의 COM 수준은 개인-직무적합성(β=0.091, p<0.05), 조직동

일시(β=0.157, p<0.001) 및 전문직동일시(β=0.264, p<0.0001)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전문직동일시의 영향력이 조

직동일시보다 컸다. 

A 병원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조직동일시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고

(β=0.286, p<0.0001), 개인-직무 적합성과 조직동일시의 영향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B 병원에서는 조직요인 중 비전명확성의 영향이 유의하였

고(β=0.110, p<0.05), 사회정체성 요인에서는 전문직동일시(β=0.371, 

p<0.0001)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의료직의 COM 수준은 개인-직무 적합성과 전문직동일시, 

조직동일시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이때 전문직동일시의 효과가 조직동일

시보다 더 컸다. 비의료직에서는 의료직과는 다르게 개인-직무 적합성의 효

과는 없는 가운데, 조직 관련 요인인 비전 명확성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체성 요인에서는 의료직과 동일하게 전문직동일시와 조직

동일시의 효과가 모두 나타난 가운데, 전문직동일시의 효과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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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기희생

개인-직무적합성(β=0.174, p<0.0001), 비전명확성(β=0.054, p<0.05), 

조직(β=0.123, p<0.001) 및 전문직동일시(β=0.245, p<0.0001) 수준이 높

을수록 개인의 SS 수준이 높아졌다. 두 병원 모두 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

의 SS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고, A 병원에서는 조직동일시의 영향이, 

B 병원에서는 전문직동일시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조직공

정성 인식의 효과가 A 병원의 SS 영역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조직공정

성 인식이 높을수록, A 병원 종사자의 SS 수준이 높아졌다. 직종별로는 개

인-직무 적합성은 의료직, 비의료직 모두에서 개인의 SS와 관련이 있었고, 

사회정체성 요인 중 전문직동일시의 영향이 의료직과 비의료직 모두에서 높

게 나타났다. 

여성의 SS 수준이 낮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간관리자급의 SS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행정직 대비 간호사의 SS 수준이 낮았다. 공

공병원의 경우 성별과 총 경력기간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민

간병원 종사자에게서는 연령과 직종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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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병원별 직종별

A 병원 B 병원 의료직 비의료직

성별 여성 -0.044 -0.058 -0.005 -0.041 -0.057

연령
(20대)

30대 0.041 0.001 0.093* 0.061 -0.006

40대 0.110* 0.075 0.197** 0.070 0.167*

50대이상 0.079* 0.033 0.150** 0.049 0.122*

교육수준
(전문대)

학사 0.001 0.022 -0.035 -0.015 0.043

석사이상 -0.019 -0.005 -0.038 -0.047 0.012

근속기간
(1년이하)

1-4년 -0.073 -0.049 -0.050 -0.082 -0.042

5-8년 -0.053 -0.011 -0.081 -0.050 -0.033

9-16년 -0.109* -0.063 -0.140* -0.128* -0.046

17년 이상 -0.101* -0.057 -0.137* -0.116* -0.045

총경력
(1년이하)

1-4년 0.027 -0.030 0.045 0.029 -0.050

5-8년 0.021 -0.029 0.028 0.029 -0.059

9-16년 0.045 -0.048 0.101 0.036 -0.037

17년 이상 0.116* 0.066 0.099 0.146* 0.038

직급
(일반직원)

중간관리자 0.027 0.040 0.005 0.077* -0.071

팀장급이상 -0.054* -0.021 -0.076 -0.014 -0.114*

직종
(의료직) 비의료직 0.054* 0.025 0.110*
병원유형
(공공) 민간병원 0.073* 0.042 0.119*

직무요인
업무과중 -0.018 0.018 -0.060 0.013 -0.072
개인-직무
 적합성 0.160*** 0.206*** 0.103* 0.183*** 0.117*

조직요인 
비전명확성 0.075* 0.022 0.113* 0.048 0.120*

조직공정성 -0.003 0.028 -0.052 0.001 -0.016

사회정체성
요인

전문직동일시 0.307*** 0.172** 0.391*** 0.318*** 0.298***

조직동일시 0.179*** 0.306*** 0.101* 0.199*** 0.134*

R2 0.430 0.463 0.432 0.446 0.367

F-value 45.94*** 27.86*** 23.06*** 35.03*** 11.06***

[표 22] PSM 영향요인 분석결과 

  * p<0.05, ** p<0.001, ***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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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병원별 직종별

A 병원 B 병원 의료직 비의료직

성별 여성 -0.065* -0.074* -0.034 -0.062* -0.074

연령
(20대)

30대 0.066* 0.061 0.073 0.085* 0.002

40대 0.092* 0.077 0.136* 0.122* 0.03

50대이상 0.065* 0.028 0.107* 0.063 0.042

교육수준
(전문대)

학사 0.028 0.057 -0.01 0.035 0.019

석사이상 0.023 0.039 -0.004 0.008 0.021

근속기간
(1년이하)

1-4년 -0.138* -0.144* -0.064 -0.151* -0.086

5-8년 -0.093* -0.06 -0.113* -0.073 -0.125*

9-16년 -0.169*** -0.111* -0.233** -0.196** -0.097

17년 이상 -0.140* -0.123 -0.182* -0.152* -0.087

총경력
(1년이하)

1-4년 0.110* 0.077 0.101 0.136* -0.089

5-8년 0.066 0.017 0.109 0.081 -0.083

9-16년 0.086 0.007 0.164 0.090 -0.097

17년 이상 0.134* 0.099 0.140 0.126 0.007

직급
(일반직원)

중간관리자 0.007 0.039 -0.015 0.051 -0.063

팀장급이상 -0.065* 0.016 -0.098* -0.034 -0.110*

직종
(의료직) 비의료직 0.036 0.017 0.073
병원유형
(공공) 민간병원 0.044 0.026 0.065

직무요인
업무과중 0.001 0.011 -0.032 0.030 -0.059
개인-직무
 적합성 0.157*** 0.189*** 0.117* 0.146*** 0.167**

조직요인 
비전명확성 0.066* 0.053 0.065 0.063 0.066

조직공정성 -0.004 -0.01 -0.026 0.019 -0.065

사회화요인
전문직동일시 0.247*** 0.180** 0.266*** 0.260*** 0.245***

조직동일시 0.174*** 0.264*** 0.128* 0.168*** 0.181*

R2 0.332 0.12 0.268 0.333 0.270

F-value 30.27*** 22.61*** 11.15*** 21.75*** 8.43***

[표 23] PSM 영향요인 분석결과 – 공공서비스 호감 영역

  * p<0.05, ** p<0.001, ***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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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병원별 직종별

A 병원 B 병원 의료직 비의료직

성별 여성 -0.02 -0.015 -0.015 -0.057 0.012

연령
(20대)

30대 0.100* 0.113* 0.073 0.089* 0.078

40대 0.118* 0.088 0.156* 0.038 0.200*

50대이상 0.097* 0.062 0.137* 0.044 0.162*

교육수준
(전문대)

학사 0.024 0.012 0.031 0.026 0.039

석사이상 0.002 0.013 -0.014 -0.019 0.039

근속기간
(1년이하)

1-4년 -0.109* -0.124 -0.076 -0.148* -0.039

5-8년 -0.066 -0.039 -0.074 -0.063 -0.060

9-16년 -0.147* -0.142* -0.162* -0.181* -0.050

17년 이상 -0.147* -0.130 -0.160* -0.144* -0.111

총경력
(1년이하)

1-4년 0.098 0.082 0.092 0.141* -0.068

5-8년 0.09 0.039 0.126 0.133* -0.073

9-16년 0.073 0.014 0.136 0.122 -0.131

17년 이상 0.143* 0.122 0.141 0.206* -0.007

직급
(일반직원)

중간관리자 0.015 0.037 -0.004 0.043 -0.041

팀장급이상 -0.032 -0.009 -0.051 -0.008 -0.062
직종
(의료직) 비의료직 0.004 -0.005 0.020
병원유형
(공공) 민간병원 0.082* 0.060 0.099

직무요인
업무과중 -0.009 0.022 -0.037 0.018 -0.068
개인-직무
 적합성 0.058* 0.089* 0.023 0.083* 0.012

조직요인 
비전명확성 0.100** 0.019 0.166*** 0.046 0.208***

조직공정성 -0.048 -0.046 -0.056 -0.041 -0.074

사회화요인
전문직동일시 0.234*** 0.228*** 0.228*** 0.244*** 0.198*

조직동일시 0.125** 0.199** 0.063 0.161** 0.058

R2 0.218 0.264 0.200 0.241 0.191

F-value 17.01*** 11.55*** 7.57*** 13.85*** 4.49***

[표 24] PSM 영향요인 분석결과 – 공공가치 몰입 영역

  * p<0.05, ** p<0.001, *** p<0.0001



- 90 -

전체 
병원별 직종별

A 병원 B 병원 의료직 비의료직

성별 여성 0.003 -0.010 0.042 0.019 -0.025

연령
(20대)

30대 0.002 -0.053 0.067 0.043 -0.070

40대 0.054 0.004 0.161* 0.050 0.080

50대이상 0.028 -0.025 0.127* 0.045 0.026

교육수준
(전문대)

학사 -0.019 0.015 -0.067 -0.051 0.053

석사이상 -0.026 0.000 -0.050 -0.074* 0.032

근속기간
(1년이하)

1-4년 -0.046 -0.031 -0.042 -0.041 -0.021

5-8년 -0.014 0.001 -0.015 -0.018 0.037

9-16년 -0.050 -0.025 -0.033 -0.074 0.038

17년 이상 -0.069 -0.052 -0.067 -0.095 0.007

총경력
(1년이하)

1-4년 0.008 -0.030 0.021 -0.020 0.032

5-8년 0.023 0.003 -0.007 0.017 0.006

9-16년 0.081 0.003 0.093 0.047 0.084

17년 이상 0.133* 0.118 0.072 0.142* 0.119

직급
(일반직원)

중간관리자 0.005 0.004 -0.011 0.054 -0.099

팀장급이상 -0.062* -0.073* -0.067 -0.022 -0.127*

직종
(의료직) 비의료직 0.037 0.008 0.099*

병원유형
(공공) 민간병원 0.110*** 0.071* 0.154*

직무요인
업무과중 0.005 0.036 -0.014 0.025 -0.027
개인-직무
 적합성 0.091* 0.173*** 0.002 0.100* 0.069

조직요인 
비전명확성 0.043 -0.032 0.110* 0.006 0.114*

조직공정성 -0.027 -0.001 -0.06 -0.022 -0.031

사회화요인
전문직동일시 0.264*** 0.110* 0.371*** 0.297*** 0.204**

조직동일시 0.157*** 0.286*** 0.077 0.149** 0.152*

R2 0.252 0.264 0.295 0.265 0.234

F-value 20.59*** 11.60*** 12.71*** 15.73*** 5.83***

[표 25] PSM 영향요인 분석결과 – 동정심 영역

  * p<0.05, ** p<0.001, ***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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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병원별 직종별

A 병원 B 병원 의료직 비의료직

성별 여성 -0.052* -0.075* -0.017 -0.043 -0.070

연령
(20대)

30대 0.005 -0.048 0.081 0.010 0.008

40대 0.104* 0.087 0.167* 0.021 0.230*

50대이상 0.077* 0.055 0.113* 0.015 0.176*

교육수준
(전문대)

학사 -0.016 -0.003 -0.034 -0.031 0.029

석사이상 -0.043 -0.044 -0.041 -0.050 -0.031

근속기간
(1년이하)

1-4년 0.011 0.061 -0.002 0.014 -0.004

5-8년 -0.019 0.032 -0.066 -0.025 0.007

9-16년 -0.034 0.006 -0.062 -0.021 -0.053

17년 이상 -0.019 0.046 -0.065 -0.025 -0.005

총경력
(1년이하)

1-4년 -0.067 -0.138* -0.027 -0.078 -0.054

5-8년 -0.056 -0.103 -0.068 -0.066 -0.058

9-16년 -0.053 -0.132 -0.020 -0.074 -0.033

17년 이상 0.010 -0.058 0.008 0.050 -0.009

직급
(일반직원)

중간관리자 0.049* 0.050 0.035 0.086* -0.027

팀장급이상 -0.019 0.001 -0.031 0.013 -0.064
직종
(의료직) 비의료직 0.074* 0.044 0.121*

병원유형
(공공) 민간병원 0.017 -0.005 0.071

직무요인
업무과중 -0.044 -0.002 -0.093* -0.021 -0.081
개인-직무
 적합성 0.174*** 0.190*** 0.153*** 0.216*** 0.103*

조직요인 
비전명확성 0.054* 0.034 0.053 0.045 0.056

조직공정성 0.040 0.096* -0.031 0.027 0.069

사회화요인
전문직동일시 0.245*** 0.106* 0.328*** 0.223*** 0.293***

조직동일시 0.123** 0.242*** 0.055 0.163** 0.043

R2 0.344 0.377 0.340 0.343 0.309

F-value 32.04*** 19.50*** 15.67*** 22.74*** 8.54***

[표 26] PSM 영향요인 분석결과 – 자기희생 영역

  * p<0.05, ** p<0.001, ***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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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고찰

본 연구는 공공병원 1곳과 민간병원 1곳의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들

의 PSM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와 

성과, 나아가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PSM

이 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과 병원 종사자들의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에 잘 

부합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이들의 직무관련 요인과 조직요인 및 사회정체

성 관련 요인이 PSM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병원종사자의 PSM 수준을 살펴본 결과, 7점 기준 4.99점으로 비교

적 높은 수준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PSM 평균을 비교한 결과, 병원 

유형에 따른 개인의 PSM 수준은 차이가 없었고, 연령, 교육수준, 근속기간, 

총 경력, 직급 및 직종에 따라 개인의 PSM 평균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둘째, PSM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병원종사자의 PSM은 사회정체성 요

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그 중 특히 전문직 동일시가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인 PSM 수준과 하위 4개 영역에서 모두 두드러졌다. 직무관

련 요인으로는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조직요인에서는 비전명확성 

수준이 높을수록 PSM이 높아졌다. 직무관련 요인과 조직관련 요인이 미치

는 영향은 PSM의 하위영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병원유형에 따라서

도 PSM 영향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공공병원인 A병원의 경우 사

회화 요인 중 조직동일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 민간병원인 B 병원에서

는 전문직 동일시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PSM 영향요인에 있어서 

직종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PSM이 낮

아지고, 연령의 경우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PSM이 높

아졌다. 또한, 근속기간과는 반대로 총 경력기간이 17년 이상인 경우 개인

의 PSM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화 관련 요인, 특히 병원 입사 전 경험한 일반사회화 요인인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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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Perry, 1997; 2000; Maynihan & Pandey, 2007; 김서용, 2009), 개인의 

PSM 형성에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전문직의 비중이 매우 높은 조직인 점, 그리고 민간병원인 B 

병원에서 특히 그 영향력이 더 두드러진 본 연구결과는 개별 병원조직의 인

적자원관리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전문직으로의 사회화 과정은 조직입사 전, 즉 고등교육기관에서부

터 시작되어 조직입사 후에도 전문직종별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각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대학 내 보건관련 학과 교육과

정과 더불어 전문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등에 의료의 공공성, 또는 공

공의료와 관련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면, 병원종사자의 PSM 수

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별로는 공공병원인 A 병원에서 조직동일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점

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는 곧 병원에 입사한 이후 조직에서 어떤 경험을 

겪는지에 따라 개인의 PSM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조직 내 개인의 

PSM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전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PSM

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A 병원의 경우, 공공조직의 특성들, 예컨대 높

은 수준의 공식화로 인한 절차의 경직성과 형식주의, 집권화의 정도가 민간

병원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공공조직의 이런 구조적 특성은 개인의 PSM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Moynihan & Pandey, 2007; 

김서용, 2009), 조직설계 시 개인의 PSM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직무목표와 조직목표가 명확할수록 개인의 PSM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Jung & Rainey, 2011; 박정호, 2018; Camilleri, 2007) 결과는 본 연구에

서는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병원인 A 병원에서는 비전 명확성의 효

과가 없었고, 민간병원인 B 병원에서는 PSM과 CPV, COM 수준이 조직비

전의 명확성 인식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공공병원 종사자

에게서 비전명확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공공병원에 대한 A 병원 

구성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최근 공공병

원에 대하여 수익창출, 질과 효율성 향상 등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압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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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심하고, 민간병원과의 경쟁도 심화됨에 따라 공공병원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되

는 조직의 비전과 가치, 미션 등은 민간병원과 매우 흡사한 형태이다. 공공

병원에 입사한 보건의료전문직들은 민간병원과는 다른 공공병원만의 무언가

를 기대하고 병원을 선택했을 수 있다. 공공조직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조

직의 비전이 상반됨에 따라 개인의 PSM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조직의 비전은 조직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조직비전의 내용적 측면은 비전설계와 더불어 구성원 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vir et al., 2004). 따라서 병원의 비전 설계 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개인과 조직이 비전과 가치를 공유한다면 개인의 

PSM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병원전문직으로 직종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간호직을 

중심으로 이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속기간과 총 경력

기간 변수를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는 근속기간이 길수

록, 총 경력이 길수록 PSM이 높아진 것과는 다르게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

을 모두 통제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두 변수의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

났다. 전문직으로서 직종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

직하지 않는 이상 근속기간과 경력기간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변

수 중 근속기간보다 총 경력이 더 긴 경우는 병원을 이직한 경우일 것이고, 

반대로 근속기간이 총 경력보다 더 길다는 것은 아마도 직종 간 업무이동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순환

과 동기부여, 조직몰입의 관계를 연구한 정주현 외(2014)의 연구결과에 비

추어 볼 때, 개인의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병원 내 전문직 인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순환 절차는 중요한 부분이다.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중 행정

업무로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개인의 전문직종과 업

무가 일치하지 않게 되고, 이 경우 개인의 PSM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병원 내 직무순환 관리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결과 직무관련 요인 중 개인-직무 적합성이 PSM에 긍정적 영향을 주

고 있는데, 직무가 바뀜으로 인하여 개인-직무 적합성이 낮아질 경우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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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방적 보직발령보다는 개인의 의사를 

반영한 인사발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국내 병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측정된 적이 없는 

PSM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전문인력이 대다수인 병원조직의 인적자

원관리에 새로운 함의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PSM 측정도구 사용 시, 일부

문항이 원도구와 다르게 표현됨에 따라 해당 문항을 제외하고 원도구와 동

일한 문항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다른 

연구의 PSM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각각 1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연

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병원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관의 수

가 적은 대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의료조직 연구에서 자료취득이 

어려운 의사들의 설문응답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었던 점은 전문직 특성을 

중요한 변수로 분석한 본 연구의 내용을 더 풍성하고, 타당하게 해 주었다. 

하지만 참여한 의사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다른 직종과의 비교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직구성원의 동기관리와 조직 비전 설계 등

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병원장, 중간관리

자 등 리더의 역할을 연구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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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연구가설 설정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이직의도는 PSM 연구에서 가장 자주 연구되는 종

속변수(Ritz et al., 2016; 김상묵, 2018)로, PSM과 이들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상당한 양적결과가 누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관련한 개별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PSM의 효과크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메타분석 연

구(Homberg et al., 2015; Choi, 2015)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 세 변수는

PSM 뿐 아니라 조직행동연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개인의 조직

행태 변수들로, 조직행동연구의 주요한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 뿐 아니라, 세 

변수 간 관계, 즉 세 변수들이 어떤 관계,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상당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다(Tett & Meyer, 1993; Gaertner, 1999; 

Griffeth, Hom, Gaertner, 2000). 따라서 직무만족-조직몰입-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은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세우지 않고, 선행연구들에

서 제시된 경로(직무만족->조직몰입->이직의도)를 모형에 그대로 반영하였

다. 

한편, PSM과 내적/외적동기를 비롯한 유사한 다른 동기개념들(예: 친사

회적 동기, 이타주의)에 대한 개념적 구분(Schott et al., 2019; 

Vandenabeele et al., 2018; Esteve et al., 2016)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과 비교할 때, 이들 동기 간 관계는 아직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제시되

고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병원종사자의 PSM이 그 동안 보건의료인력 동

17) 연구에 따라 개인의 PSM에 내적/외적동기가 영향을 주거나(김태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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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구에서 많이 연구되어 온 내적/외적동기와 더불어 개인의 조직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PSM과 내적, 

외적동기 간 인과관계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즉, [그림 7]의 연구모형에서 

보듯이, PSM과 내적, 외적동기는 개인의 조직행태를 설명하는 통제변수들

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개인의 PSM과 내적, 외적동기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직접효과]

가설 1. 개인의 PSM은 개인-조직 가치일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1-1. 개인의 APS가 높을수록 개인-조직 가치일치가 높아질 것이다.

     1-2. 개인의 CPV가 높을수록 개인-조직 가치일치가 높아질 것이다.

     1-3. 개인의 COM이 높을수록 개인-조직 가치일치가 높아질 것이다.

     1-4. 개인의 SS가 높을수록 개인-조직 가치일치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개인의 PSM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2-1. 개인의 APS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2-2. 개인의 CPV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2-3. 개인의 COM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2-4. 개인의 SS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개인의 PSM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3-1. 개인의 APS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질 것이다.

     3-2. 개인의 CPV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질 것이다.

     3-3. 개인의 COM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질 것이다.

     3-4. 개인의 SS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질 것이다.

Chen & Hsieh, 2015), 결과변수를 설명하는 서로 다른 동기요인(이혜윤, 2017; 

Asseburg & Homberg, 2018; Breaugh et al., 2018; Huang, 2019)으로 제시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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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개인의 PSM은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4-1. 개인의 APS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질 것이다.

     4-2. 개인의 CPV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질 것이다.

     4-3. 개인의 COM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질 것이다.

     4-4. 개인의 SS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질 것이다.

[간접효과]

가설 5. 개인의 PSM는 가치일치를 통해 조직행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5-1. 개인의 APS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5-2. 개인의 CPV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5-3. 개인의 COM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간접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5-4. 개인의 SS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조절효과]

가설 6. 개인의 PSM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6-1. 개인의 APS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병원이 민간

병원보다 클 것이다. 

        6-2. 개인의 CPV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병원이 민간

병원보다 클 것이다. 

        6-3. 개인의 COM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병원이 민

간병원보다 클 것이다.

        6-4. 개인의 SS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병원이 민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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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다 클 것이다.. 

가설 7. 개인의 PSM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직과 비의료직에 

따라 다를 것이다. 

        7-1. 개인의 APS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직과 비의료

직에 따라 다를 것이다. 

        7-2. 개인의 CPV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직과 비의료

직에 따라 다를 것이다.

        7-3. 개인의 COM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직과 비의

료직에 따라 다를 것이다.

        7-4. 개인의 SS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직과 비의료직

에 따라 다를 것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제4장 –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 영향요인” 

연구와 동일하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각각 1곳

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5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병원종사자의 PSM

의 조직행태에 대한 효과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고, 병원과 직종에 따

라 경로계수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별 잠재평균분석과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진행을 

위한 각 동일성 검증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2. 변수설명 

2.1 독립변수 – 공공서비스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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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PSM은 Kim et al.(2013)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16개 문항 중 예

비조사 시 나온 의견이 반영되어 APS 문항 중 1개 문항과 CPV 문항 중 2

개 문항의 표현이 수정되었다. 원도구와 달리 수정된 표현에서는 ‘공공서비

스’가 아니라 ‘공공의료’라는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분석1과

는 달리 수정된 문항은 제외하고 총 13문항을 사용하였다. 분석에서는 4개 

영역 13개 문항의 전체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PSM 전체 

Cronbach’s α는 0.92, 영역별로는 APS 0.90, CPV 0.84, COM 0.88 SS 

0.92로 신뢰도 기준 0.7 이상 (Nunnally & Bernstein, 1994)을 충족하였다. 

2.2 종속변수 –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본 분석의 종속변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이다. 직무만족도는 

Hackman & Oldham (1975)의 측정도구 3문항을 사용하였고, “나는 나의 

일에 매우 만족한다.”,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등이다. 이직의도는 Meyer et al.(1993)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직업이탈 의

향을 물어본 문항을 활용하였다. “나는 현재 이 직업을 그만두는 생각을 자

주한다.”, “나는 내년 중으로 현재 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다.” 등 총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 통제변수 – 내적동기, 외적동기    

개인의 PSM이 기존의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와는 별도로 개인의 조직행태

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를 통제

변수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하였다. 내적동기는 Tierney, Farmer & 

Graen (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국

내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조사된 바 있는 도구로 (정주현 외, 2014; 정

국현, 2011), “나는 직무처리 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직무상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즐긴다.” 등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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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신뢰도는 0.92로 기준값을 충족하였다. 

외적동기는 Herpen, Praag & Cools (2005)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활용

하였고, “나는 우리병원의 현재의 보상체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

다.”, “나는 내가 수행한 일과 관련하여 현재의 급여수준에 대체적으로 만족

한다.”와 같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값은 0.94이

다. 

2.4 매개변수 – 개인-조직 가치일치    

개인-조직 가치일치는 Posner(1992)의 도구를 활용하였고, “나는 우리병

원이 핵심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나는 우리

병원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근본 취지를 진심으로 지지한다” 등 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α는 0.91이었다.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그림 8]과 같이 구성하였

다. 개인의 PSM는 3가지 조직행태(직무만족도,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간접효과는 개인-조직 가치일치를 통해 나타나

는 경로모형이다.

자료의 정리와 변수별 기본통계값 등은 SAS 9.4를 이용하였고, 내적/외적

동기가 통제된 상태에서 PSM이 조직행태에 영향이 개인-조직 가치일치에 

따라 매개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였고, 구조모형의 검증에는 AMOS 18.0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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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구모형 3 – 병원종사자의 PSM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첫째, 각 측정도구별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PSM 수준을 t-test와 

ANOVA(tukey 사후검정)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셋째, 각 변수별로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함으로써 변수별 

경향성과 정규분포 여부를 살펴보았다. 넷째, 구조방정식을 통해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와 간접효과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병원유형과 직종에 따라 구

조방정식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평균분석과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과 다중집단분석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표본집단 간 교차타

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집단별 교차타당성은 Myers et al(2000)과 

Mullen(1995)을 따라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을 통해 확인하

였다. 측정동일성은 본 연구대상처럼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도출한 측정모

형의 집단별 동일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GCF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우종필, 2012). 본 연구의 경우 공공과 민간이라는 병원유형과 의료직

과 비의료직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병원별로 또는 직종별로 분석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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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들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측정동일성을 확인

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지 않고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을 분석한다면, 병원별로 서로 다른 설문도구를 사용한 뒤, 이들의 응답을 

비교하는 것으로, 다중집단분석 시 측정동일성 확인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측정동일성은 Myers et al.(2000)과 Mullen(1995)에 따라, 형

태동일성 -> 요인부하량 동일성 -> 공분산동일성 -> 요인부하량, 공분산 

동일성 ->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동일성의 5단계로 진행하였다(우

종필, 2012). 

형태동일성은 모든 잠재변수가 공분산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CFA 모형

으로, 집단별 비교를 위하여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은 비제약모델이다. 요인

부하량 동일성은 집단별로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이다. 비제약

모델과의 χ2 차이값을 통하여 통계값의 유의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때, 

두 모델 간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은 집단별로 측정도구를 서로 다르게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 간 측정동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

로 해석하고,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한 추후과정의 진행을 중단하게 될 뿐 

아니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혹은 경로분석) 진행도 불가하게 된다. 공분산

동일성은 잠재변수 간 공분산과 분산을 동일하게 하는 제약하는 모델이다. 

MGCFA를 통해 동일성이 검증되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고, 

경로계수의 집단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경로 제약조건에 대한 critial 

ratio 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잠재평균분석은 집단별 잠재변수의 평균의 차이와 차이의 강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단별 평균분석에 사용하는 t-test 또는 

Anova의 경우 관측변수를 사용한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잠재평균의 

경우, 관측변수에 측정오차를 포함함으로써 잠재평균의 평균값 차이의 통계

적 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집단별 차이의 크기를 Cohen의 효과크

기 값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집단별 잠재평균의 경

우, 기준집단의 평균은 ‘0’으로 고정되고, 나머지 비교집단들의 평균값의 차

이만 나타나므로, 잠재변수의 실제 평균값은 알 수 없다(Hancock, 1997). 

본 분석에서 기준집단은 각각 A 병원(공공)과 의료직(의사, 간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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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평균분석 역시 집단별로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

일성(metric invariance) 및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이 확보되어야 한

다(Steenkamp & Baumgartner, 1998; Hong et al., 2003). 형태동일성은 

집단 간 요인구조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각 집단별로 요인의 수를 

조절한 경쟁모형 비교로 선정된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를 통해서 검증한

다. 형태동일성을 확인한 요인구조는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한 기저모형으로 

사용되며, 측정동일성은 앞서 설명한 요인부하량 제약모델과 같은 모형이다. 

기저모형과 비교하여 요인부하량 제약모델의 적합도가 크게 나빠지지 않았

다면 측정동일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절편동일성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절편동일성은 요인부하량 제약모델에서 각 측정변수(관측변수)의 절편

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이며, 모델 적합도 비교를 위해서 요인부하량 제약

모델과 비교하여 절편동일성을 확인한다. 

잠재평균분석 시 집단 간 잠재평균의 차이의 크기는 Cohen의 효과크기

(d)로 확인하게 되는데, 효과크기의 산출 시 집단별 잠재변수의 공분산을 

사용해야 하므로 분산동일성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Cohen의 효과크기

는 d이 0.2보다 작으며 작은 것으로, 0.5보다 작으면 중간 수준의 차이가, 

0.8보다 크면 차이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Cohen, 1988; Hong et al., 

2003).

제 3 절 연구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7]과 같다.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SRMR은 0.05 이하, RMSEA의 경우 

0.08 이하로 기준값을 충족하였고(Hair et al., 2006), 증분적합지수인 CFI

도 0.9 이상으로 기준값을 충족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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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타당도는 각 측정문항별 표준요인 적재량과 평균분산추출 지수

(AVE), 그리고 개념신뢰도(CR)로 판단하였다. 모든 문항에서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으로 유의하였고, 잠재변수별 AVE 값도 0.5-0.9 사이로 기준(0.5 

이상)을 충족하고 있었다(Hair et al., 2006; Fornell & Larcker, 1981). 

CR값의 경우 모든 잠재변수에서 최소 0.8 이상으로 기준값인 0.7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수렴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별타당도는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φ±2×S.E.)

에 1.0의 포함 여부로 판단하였다. 상관관계가 0.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공공서비스호감-공공가치 몰입(ϕ=0.65), 동정심-공공서비스호감(ϕ=0.62)/공

공가치 몰입(ϕ=0.66)/자기희생(ϕ=0.61), 조직몰입-가치일치(ϕ=0.66)/직무만

족(ϕ=0.65)/이직의도(ϕ=0.60) 간 상관계수와 개별 잠재변수 간 표준오차(순

서대로, 0.03, 0.03, 0.03, 0.03, 0.05, 0.06, 0.07)를 [ϕ±2×S.E.] 식에 대입

한 결과, 1.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Cronbach’s α 값을 통해 살펴본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의 경우 모두 

0.8 이상으로 기준(0.60 이상)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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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측정문항 표준
요인적재량 

평균분산
추출지수
(AVE)

개념신뢰도 
(CR)

신뢰도
계수(α)

공공봉사 호감도 
(APS)

APS2 0.905
0.725 0.887 0.902APS3 0.92

APS4 0.791
공공가치 몰입

(CPV)
CPV3 0.832 0.716 0.834 0.841CPV4 0.872

약자에 대한 동정 
(COM)

COM1 0.797

0.640 0.877 0.881COM2 0.767
COM3 0.839
COM4 0.825

자기희생
(SS) 

SS1 0.82

0.674 0.892 0.917SS2 0.894
SS3 0.829
SS4 0.896

내적동기
(IM)

IM1 0.905

0.589 0.908 0.916
IM2 0.893
IM3 0.869
IM4 0.799
IM5 0.849

외적동기
(EM) 

EM1 0.893

0.673 0.891 0.936EM2 0.937
EM3 0.879
EM4 0.744

개인-조직 
가치일치 (OJ)

POFIT1 0.885
0.695 0.872 0.907POFIT2 0.952

POFIT3 0.795

직무만족
(JS)

JS1 0.931
0.738 0.894 0.938JS2 0.949

JS3 0.882

조직몰입
(OCOM)

OC1 0.833

0.661 0.921 0.962

OC2 0.871
OC3 0.888
OC4 0.945
OC5 0.943
OC6 0.923

이직의도
(TOI)

TOI1 0.947
0.596 0.877 0.928TOI2 0.886

TOI3 0.874
 모형적합도: χ2 = 3177.195***, df=584, RMSEA = 0.055, CFI= 0.951, SRMR=0.037, TLI=0.944  

[표 27]연구 3 -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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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변수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연구에 사용된 잠재변수들에 대한 일반적 기술통계는 [표 28]과 같다. 연

구모형은 10개 잠재변수와 40개 관측변수로 구성되었는데, 관측변수는 모두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잠재변수별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0.88-0.96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구조방정식의 기본가정인 다변량 정

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수의 왜도와 첨도값을 확인하였고, 모든 변

수에서 왜도의 절대값 2 미만, 첨도의 절대값 4를 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정규분포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잠재변수들 간 상관관계에서는 공공가치 몰입(CPV)과 외적동기 간 상관

관계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잠재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001에서 유의하였다.  

병원과 직종에 따른 잠재변수들의 평균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다. 먼

저, 병원간 비교를 살펴보면, PSM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APS와 SS영역에서 

A 병원이 B 병원보다 높았다. 또한 내적동기, 외적동기, 가치일치, 직무만

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의 병원별 평균차이도 다 유의하였고, A 병원이 B 

병원보다 이직의도만 낮고, 나머지 변수에서는 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의료직인 경우 비의료직보다 PSM 모든 영역과 내적동기, 외

적동기, 가치일치,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평균이 낮았고, 이직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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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item 

 α mean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APS 3 0.90
5.02

(1.02)
2.00 7.00 -0.04 -0.47

CPV 2 0.84
5.78

(0.95)
2.00 7.00 -0.72 0.13

COM 4 0.88
5.33

(0.88)
1.75 7.00 -0.38 0.10

SS 4 0.92
4.24

(1.05)
1.00 7.00 -0.07 0.16

내적동기 5 0.92
4.29

(1.08)
1.00 7.00 0.03 -0.07

외적동기 4 0.94
2.96

(1.23)
1.00 7.00 0.29 -0.26

가치일치 3 0.91 4.48
(1.12) 1.00 7.00 0.09 0.04

직무만족 3 0.94 4.35
(1.3) 1.00 7.00 -0.26 -0.16

조직몰입 6 0.96 4.27
(1.38) 1.00 7.00 -0.09 -0.33

이직의도 3 0.93 4.09
(1.61) 1.00 7.00 -0.06 -0.71

[표 28] 연구 3 - 변수별 기술통계량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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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APS 1.000

(2) CPV 0.589*** 1.000

(3) COM 0.575*** 0.574*** 1.000

(4) SS 0.533*** 0.348*** 0.557*** 1.000

(5) 내적동기 0.459*** 0.324*** 0.313*** 0.445*** 1.000

(6) 외적동기 0.202*** 0.039 0.109*** 0.369*** 0.289*** 1.000

(7) 가치일치 0.407*** 0.296*** 0.293*** 0.434*** 0.586*** 0.434*** 1.000

(8) 직무만족 0.412*** 0.285*** 0.300*** 0.445*** 0.496*** 0.372*** 0.462*** 1.000

(9) 조직몰입 0.440*** 0.293*** 0.330*** 0.520*** 0.766*** 0.518*** 0.630*** 0.640*** 1.000

(10) 이직의도 -0.278*** -0.176*** -0.159*** -0.316*** -0.428*** -0.269*** -0.364*** -0.674*** -0.589*** 1.000

[표 29] 연구 3 - 변수별 상관관계

  * p<0.05, ** p<0.001, *** p<0.0001,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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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t

직종

t
A 병원 
(n=766)

B 병원 
(n=723)

의료직
(n=1,026)

비의료직
(n=463)

APS 5.08±1.03 4.95±1.02 2.39* 4.91±1.02 5.26±0.99 -6.30***

CPV 5.79±0.92 5.77±0.99 0.23 5.71±0.96 5.93±0.93 -4.01***

COM 5.30±0.88 5.35±0.89 -1.15 5.25±0.88 5.49±0.87 -4.72***

SS 4.31±1.07 4.16±1.02 2.67* 4.10±1.04 4.54±1.02 -7.52***

내적동기 4.39±1.09 4.17±1.05 3.98*** 4.13±1.08 4.63±0.98 -8.67***

외적동기 3.15±1.29 2.77±1.14 5.99*** 2.85±1.21 3.22±1.24 -5.51***

가치일치 4.70±1.16 4.24±1.02 8.15*** 4.38±1.16 4.70±0.98 -5.52***

직무만족 4.48±1.25 4.21±1.33 4.03*** 4.14±1.30 4.82±1.16 -10.10***

조직몰입 4.60±1.30 3.92±1.37 9.78*** 4.05±1.37 4.77±1.26 -9.89***

이직의도 3.88±1.60 4.31±1.61 -5.15*** 4.37±1.60 3.47±1.46 10.70***

[표 30] 연구 3 – 연구대상자의 병원별, 직종별 잠재변수 평균 비교 

                                                    (평균±표준오차)

  * p<0.05, ** p<0.001, *** p<0.0001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3. 잠재평균 분석결과 

3.1 병원별 잠재평균 분석 

잠재평균분석을 위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및 절편동일성을 분석하였

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모형 간 χ2의 차이값(Δχ2)과 더불어 RMSEA, 

CFI 및 TLI 값도 함께 고려하였다. χ2의 차이값(Δχ2)의 경우 통계적 유

의성에 대한 값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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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표본 수가 총 1,489명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에

서는 상당히 큰 표본으로, 이처럼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χ2을 사용할 경

우 모델의 적합도가 매우 낮게, 즉 부적합한 모델로 판정되기 쉽다

(Anderson & Gerbing, 1988; Cole, Bedeain, Feild, 2006; 홍세희 등, 

2005). 이 경우 표본의 크기의 영향을 덜 받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와 TLI에 따라 모형 간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다(홍세희 등, 2005; 

Cole, Bedeain, Feild, 2006; Hu & Bentler, 1998). 이 경우, 기저모형 대

비 제약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가 나빠지지 않았다면 동일성 가정을 총족

한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모형 간 CFI의 차이가 0.01보다 작은 경우(ΔCFI 

-0.01) 동일성 가정을 기각할 수 없다는 Cheung & Rensvold(2002)의 

주장에 따라 동일성 검증 시 χ2의 차이값(Δχ2), RMSEA, TLI 및 ΔCFI 

값을 모두 고려하였다. 

동일성 검증은 각 단계별로 전 단계의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삼고, 제약모

형과 비교한다. 먼저 형태동일성의 경우, 모든 잠재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를 자유롭게 추정한 비제약모형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CFI 

0.95, TLI 0.95, RMSEA 0.04로 적합성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형태동일성

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형태동일성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하고, 집

단 간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하고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표 31]

에서 보듯이 기저모형(형태동일성 모형)과의 χ2의 차이값(Δχ2)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Δχ2(20) = 43.863, p<0.05). 이 결과에 따르

면 측정동일성 가정이 기각되는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RMSEA와 TLI, 

그리고 ΔCFI 값을 살펴본 결과, RMSEA는 그대로 유지되고, TLI는 오히

려 더 좋아졌으며, ΔCFI값이 0.01보다 작으므로,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것

으로 판단하였다(ΔRMSEA=0.000, ΔTLI=0.001, ΔCFI=-0.001). 

다음으로 측정동일성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하고, 관측변수의 절편을 동일

하게 제약하고 절편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비교 결과, 측정동일성 모형과 절

편동일성 모형 간 χ2의 차이값(Δχ2)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Δχ2(28) 

= 200.824, p<0.05), RMSEA와 TLI, 그리고 CFI 값의 차이가 없거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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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더라도 매우 작아서 (ΔRMSEA=0.001, ΔTLI=-0.003, Δ

CFI=-0.004), 절편동일성이 성립되었다. 

χ2 df CFI TLI RMSEA Δχ2 Sig.

형태
동일성

2510.902 644 0.953 0.945 0.044

측정
동일성

2554.765 664 0.952 0.946 0.044 Δχ2(20)=43.863 유의

절편
동일성 

2755.589 692 0.948 0.943 0.045 Δχ2(28)=200.824 유의

분산
동일성 

2784.176 700 0.947 0.943 0.045 Δχ2(8)=28.587 유의

[표 31] 잠재평균분석을 위한 동일성 검증  - 병원별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및 절편동일성이 성립됨에 따라 병원별 잠재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의 경우 잠재변인의 평균을 직접 추정하지

는 않지만, 기준집단 대비 비교집단의 잠재평균의 차이값을 제공함에 따라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평균의 차이값의 해석을 위해 Cohen의 

효과크기(d)를 산출하여 해석한다. A 병원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결

과, [표 32]과 같이 PSM 하위영역 중 공공가치 몰입과 동정심 영역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공서비스 호감(APS), 자기희생(SS), 가치

일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은 공공병원인 A병원 종사자가 유의하게 높았

고, 이직의도는 낮았다.  

Cohen의 효과크기(d)를 산출 시 집단 간 공분산 값을 사용함에 따라 분

산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분산동일성은 앞서 절편동일성 모형에 분산값을 동

일하게 제약한 모형으로, [표 31]에서 보듯이 Δχ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지만(Δχ2(8) = 28.587, p<0.05), RMSEA와 TLI, 그리고 CFI 값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산동일성이 성립되었다. Cohen의 효과크기(d)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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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으면 작은 것으로, 0.5보다 작으면 중간 수준의 차이, 0.8 이상이면 

차이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Cohen, 1988; Hong et al., 2003). 이를 적용

하여 병원 간 잠재변수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치일치의 차이가 가장 

컸고, 조직몰입, 내적, 외적동기 역시 중간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A 병원 B 병원 d

APS 0 -0.139* 0.13

CPV 0 -0.017 0.02

COM 0 0.053 0.09

SS 0 -0.159* 0.15

내적동기 0 -0.209*** 0.22

외적동기 0 -0.363*** 0.24

가치일치 0 -0.409*** 0.42

직무만족 0 -0.288*** 0.16

조직몰입 0 -0.698*** 0.35

이직의도 0 0.421*** 0.17

[표 32] 잠재평균 분석 – 병원별 

  * p<0.05, ** p<0.01, *** p<0.001  

   d=Cohen의 효과크기 

3.2 직종별 잠재평균 분석 

직종별 잠재평균 분석을 위해서 직종별 집단은 의사와 간호사의 경우 ‘의

료직’으로, 나머지 직종은 ‘비의료직’으로 구분하였다. 

형태동일성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CFI 0.95, TLI 0.94, RMSEA 0.04

로 적합성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형태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3]에서 보듯이 기저모형(형태동일성 모형)과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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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 간 Δχ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측정

동일성을 확인하였다(Δχ2(20) = 23.333, p<0.05). 절편동일성의 경우 Δχ
2은 유의하였지만(Δχ2(28) = 220.564, p<0.05), RMSEA와 TLI, 그리고 

CFI 값의 차이에 따라 절편동일성이 성립되었다(ΔRMSEA=0.001, Δ

TLI=-0.003, ΔCFI=-0.005). 

χ2 df CFI TLI RMSEA Δχ2 Sig.

형태
동일성

2513.52 644 0.952 0.944 0.044

측정
동일성

2536.853 664 0.952 0.945 0.044 Δχ2(20)=23.333 비유의

절편
동일성 

2757.417 692 0.947 0.942 0.045 Δχ2(28)=220.564 유의

분산
동일성 

2771.609 700 0.947 0.943 0.045 Δχ2(8)=14.192 비유의

[표 33] 잠재평균분석을 위한 동일성 검증  - 직종별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및 절편동일성이 성립됨에 따라 의료직과 비의료

직 간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료직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결

과, [표 34]과 같이 이직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잠재변수의 평균이 비

의료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의도의 경우 의료직이 더 높았다. 직

종별 잠재변수의 평균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분산동일성 검증 결

과, 분산동일성이 성립되었고(Δχ2(8) = 14.192, ΔRMSEA=0.001, Δ

TLI=0.000, ΔCFI=-0.001), 효과크기(d)를 산출하였다. 병원별 비교와 다르

게, 의료직과 비의료직 간 잠재변수의 평균의 차이가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적동기의 차이에 대한 효과크기가 가장 크고, 외적동기의 차이가 가장 작

은 가운데, 나머지 모든 잠재변수 역시 중간수준의 효과크기로 차이가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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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직 비의료직 d

APS 0 0.381*** 0.35

CPV 0 0.211*** 0.29

COM 0 0.215*** 0.36

SS 0 0.439*** 0.40

내적동기 0 0.480*** 0.50

외적동기 0 0.384*** 0.26

가치일치 0 0.313*** 0.32

직무만족 0 0.706*** 0.39

조직몰입 0 0.737*** 0.37

이직의도 0 -0.899*** 0.37

[표 34] 잠재평균 분석 – 직종별 

  * p<0.05, ** p<0.01, *** p<0.001  

   d=Cohen의 효과크기

4. 구조방정식을 통한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구조방정식 분석 시 최대우도법(ML)을 가정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표집은 1,000번씩 시행하고, 간접효과의 신뢰구

간은 bias corrected 95% 수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

인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경로를 설정하였고, 설명변수인 PSM 4개 영역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GFI, CFI, TLI 및 RMSEA 모두 모형적합성 기준을 충족하였

다(GFI=0.902, CFI=0.956, TLI=0.948, RMSEA=0.061). 변수 간 경로계수

별 유의성을 살펴보면, 먼저 PSM 하위 영역에서 가치일치로 가는 경로는 

모두 유의한 가운데, COM 영역의 경우 COM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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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가치일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설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β=-0.150, p<0.01). 따라서 가설 1-1과 1-2, 1-4는 채

택되었다. 

직무만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APS와 SS 영역이 직무만족과 

유의한 (+)의 관계를 갖고 있었고(가설 2-1, 2-4 채택), 개인-조직 가치일

치와 내적동기, 외적동기 모두 직무만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직몰입의 경로를 살펴보면, PSM 영역에서는 SS 영역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개인의 조직몰입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4 

채택). 다른 동기요인 중 내적동기는 유의하지 않았고, 외적동기는 개인-조

직 가치일치와 직무만족과 함께 개인의 조직몰입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직의도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의 경우, PSM 영역 중에서는 COM 영역

만 유의하였으나,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는 정반대의 결

과가 나타남에 따라 가설 4는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개인-조직 가치일치

와 이직의도 간 직접효과 역시 (+)의 관계였다. 외적동기 수준이 높고, 직무

만족 및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개인의 PSM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

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각각 1,000번씩 표집을 시행하였고, 간

접효과의 신뢰구간은 bias corrected 95% 수준으로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표 35] 참고). PSM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개인-조직 가치일치

를 통한 간접효과로 4개 모든 영역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 COM 영

역의 경우 직접효과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직무만족에 (-)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 =.-0.031, 95% 신뢰구간 : -0.058, -0.011).  

PSM과 조직몰입 간 간접효과는 개인-조직 가치일치와 직무만족을 통한 간

접효과18)로, 직무만족과 동일하게 하위 4개 영역 모두 조직몰입에 간접적으

18) 간접효과를 분해하면 “‘PSM-가치일치-조직몰입’ 간접효과 + ‘PSM-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접효과‘ + ’PSM-가치일치-직무만족-조직몰입‘ 간접효과”의 3개 

경로의 간접효과의 총합이다. 하지만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의 경우 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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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만, COM 영역의 경우 직무만족과 동일

하게 조직몰입에 간접적으로 (-)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 

=.-0.065, 95% 신뢰구간 : -0.122 -0.011). 이직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의 경우 COM 영역은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3개 영역의 경우 개인-조

직 가치일치와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통해 이직의도를 간접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종사자의 PSM 하위영역이 개인-조직 가치일치를 통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나아가 이직의도에 이르는 각 경로의 총 효과는 [표 36]과 같다. 

PSM 하위영역이 개인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면, 직접효

과와 간접효과를 합친 총 효과를 중심으로, APS의 경우 0.125(95% 신뢰구

간 0.043, 0.208), CPV 영역은 (95% 신뢰구간 0.003, 0.172), COM 영역

(95% 신뢰구간 –0.121, 0.074), 그리고 SS 영역 (95% 신뢰구간 0.087, 

0.261)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COM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역에서 

개인-조직 가치일치를 통해 개인의 직무만족을 유의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SM의 하위영역별로 개인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총효과를 살펴보면, APS 

영역의 경우 0.181(95% 신뢰구간 0.100, 0.268), CPV 영역 0.090(95% 신

뢰구간 0.001, 0.164), COM 영역 –0.91(95% 신뢰구간 –0.174, -0.004), 

그리고 SS 영역 0.337(95% 신뢰구간 0.254, 0.411)로 총효과가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동일하게 PSM 각 하위영역에서 조직몰입에 이

르는 직접효과는 SS 영역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인-조직 가

치일치와 직무만족을 통한 간접효과로 인해 조직몰입에 미치는 총효과는 모

든 영역에서 유의하였다. 다만, COM 영역의 경우 개인의 조직몰입을 낮추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SM의 개별 하위영역이 개인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총효과를 

살펴보면, APS 영역 –0.105(95% 신뢰구간 –0.189, -0.022), CPV 영역 

–0.082(95% 신뢰구간 –0.170, -0.003, COM 영역 0.122(95% 신뢰구간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만 산출되기 때문에, 총 간접효과에 대한 결과만 기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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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 0.213), 그리고 SS 영역 –0.131(95% 신뢰구간 –0.213, -0.043)으

로 모두 유의하였다. COM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서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개인-조직 가치일치와 직무만족, 그

리고 조직몰입을 통해 개인의 이직의도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COM 영역은 개인의 이직의도를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병원종사자의 PSM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구조모형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하위영역 중 COM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

(APS, CPV, SS)은 개인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이직의도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 영역의 경우 개인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연구가설 또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

원종사자의 PSM이 이들의 조직행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개인-조직 가

치일치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한 나타난 본 분석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개인의 PSM과 직무태도 및 개인과 조직성과 관

계는 직접적이기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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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β SE 가설검정
APS → POFIT 0.239*** 0.050 가설 1-1 채택
CPV → POFIT 0.153*** 0.050 가설 1-2 채택
COM → POFIT -0.150*** 0.054 가설 1-3 기각
SS → POFIT 0.366*** 0.038 가설 1-4 채택

APS → JS 0.075* 0.052 가설 2-1 채택
CPV → JS 0.058 0.051 가설 2-2 기각
COM → JS -0.001 0.056 가설 2-3 기각
SS → JS 0.101** 0.044 가설 2-4 채택

POFIT → JS 0.207** 0.029
IM → JS 0.279*** 0.034
EM → JS 0.216*** 0.024
APS → OC 0.053 0.050 가설 3-1 기각
CPV → OC 0.004 0.049 가설 3-2 기각
COM → OC -0.026 0.053 가설 3-3 기각
SS → OC 0.146*** 0.042 가설 3-4 채택

POFIT → OC 0.363*** 0.030
IM → OC -0.011 0.034
EM → OC 0.173*** 0.024
JS → OC 0.332*** 0.028

APS → TOI -0.005 0.065 가설 4-1 기각
CPV → TOI -0.020 0.064 가설 4-2 기각
COM → TOI 0.090* 0.069 가설 4-3 기각
SS → TOI 0.030 0.055 가설 4-4 기각

POFIT → TOI 0.070** 0.042
IM → TOI 0.007 0.044
EM → TOI -0.134** 0.032
OC → TOI -0.284** 0.038
JS → TOI -0.518** 0.040

[표 35] PSM 구조모형 분석결과 – 직접효과 

* p<0.05, ** p<0.01, *** p<0.00, 

CMIN=3265.101***, df=586, GFI=0.887, CFI=0.949, TLI=0.942, RMSEA=0.055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IM – Intrinsic 

Motivation, EM – Extrinsic Motivation, JS – Job satisfaction, OC – Organizational 

Commitment, TOI – Turnover Intention,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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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간접효과 95% CI 가설검정 LL UL
APS → JS 0.050** 0.029 0.079 가설 5-1 채택
CPV → JS 0.032** 0.013 0.057 가설 5-2 채택
COM → JS -0.031** -0.058 -0.011 가설 5-3 채택(부분)
SS → JS 0.076** 0.050 0.108 가설 5-4 채택

APS → OC 0.128** 0.080 0.178 가설 5-1 채택
CPV → OC 0085** 0.037 0.140 가설 5-2 채택
COM → OC -0.065* -0.122 -0.011 가설 5-3 기각
SS → OC 0.191** 0.143 0.242 가설 5-4 채택

POFIT → OC 0.069** 0.045 0.119
IM → OC 0.093** 0.067 0.098
EM → OC 0.072** 0.050 0.093
APS → TOI -0.099** -0.156 -0.045 가설 5-1 채택
CPV → TOI -0.061* -0.117 -0.004 가설 5-2 채택
COM → TOI 0.032 -0.038 0.090 가설 5-3 기각
SS → TOI -0.162** -0.220 -0.102 가설 5-4 채택

POFIT → TOI -0.230** -0.280 -.184
IM → TOI -0.168** -0.212 -0.125
EM → TOI -0.181** -0.221 -0.145
JS → TOI -0.096** -.125 -0.067

[표 36]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을 활용한 간접효과 분석결과 

* p<0.05, ** p<0.01, *** p<0.001,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IM – Intrinsic 

Motivation, EM – Extrinsic Motivation, JS – Job satisfaction, OC – Organizational 

Commitment, TOI – Turnover Intention, 표준화 회귀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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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APS → POFIT 0.239** 0.239**

CPV → POFIT 0.153** 0.153**

COM → POFIT -0.150** -0.150**

SS → POFIT 0.366** 0.366**

APS → JS 0.075 0.050** 0.125**

CPV → JS 0.058 0.032** 0.090*

COM → JS -0.001 -0.031** -0.032
SS → JS 0.101* 0.076** 0.176**

POFIT → JS 0.207** 0.207**

IM → JS 0.279** 0.279**

EM → JS 0.216** 0.216**

APS → OC 0.053 0.128** 0.181**

CPV → OC 0.004 0085** 0.090*

COM → OC -0.026 -0.065* -0.091*

SS → OC 0.146** 0.191** 0.337**

POFIT → OC 0.363** 0.069** 0.431**

IM → OC -0.011 0.093** 0.082**

EM → OC 0.173** 0.072** 0.245**

JS → OC 0.332** 0.332**

APS → TOI -0.005 -0.099** -0.105**

CPV → TOI -0.020 -0.061* -0.082*

COM → TOI 0.090* 0.032 0.122*

SS → TOI 0.030 -0.162** -0.131*

POFIT → TOI 0.070* -0.230** -0.160**

IM → TOI 0.007 -0.168** -0.161**

EM → TOI -0.134** -0.181** -0.315**

JS → TOI -0.518** -0.096** -0.613**

OC → TOI -0.284** -0.284**

[표 37] PSM 구조모형의 직접, 간접 및 총효과 분석결과    

* p<0.05, ** p<0.01, *** p<0.001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IM – Intrinsic 

Motivation, EM – Extrinsic Motivation, JS – Job satisfaction, OC – Organizational 

Commitment, TOI – Turnover Intention. 모든 효과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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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통한 병원별, 직종별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

기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5.1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개인의 PSM과 직무동기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병원별,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집단 간 교차타당성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해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앞서 분석한 잠재평균분석에서는 동일성 검증 

시 각 단계별로 직전 단계의 모형이 기저모형이 된 것과 달리, 다중집단 확

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동일성 검증 시 기저모형은 모든 잠재변수에 대

한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를 자유롭게 추정한 비제약모형이다. 아무 제

약도 없는 비제약모델에서 각각 요인부하량 제약, 공분산 제약, 요인부하량 

및 공분산 제약, 요인부하량, 공분산 및 오차분산 제약을 순서대로 진행하였

고, 모형 간 검증은 잠재평균분석과 동일하게 χ2의 차이값(Δχ2), 

RMSEA, TLI 및 ΔCFI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 시, 2번째 모델인 요인부하량 제약모델을 통한 동일성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즉 이 단계에서 모형 간 검증이 기각될 경우, 측정동일

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표 38]에 따르면 병원별 측정동일성 검증에서, λ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 

간 χ2의 차이값은 자유도 20에서 유의하였지만(Δχ2(20)=43.863, p<0.05), 

RMSEA, TLI 및 CFI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기저모형 대비 모형 적합도

가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병원별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진행하였다(ΔRMSEA=0.000, ΔTLI=0.001, Δ

CFI=-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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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CFI TLI RMSEA Δχ2 Sig.

비제약모델 2510.902 644 0.953 0.945 0.044

λ 제약모델 2554.765 664 0.952 0.946 0.044 Δχ2(20)=43.863 유의

ϕ 제약모델 2616.168 680 0.951 0.946 0.044 Δχ2(36)=105.266 유의

λ, ϕ
 제약모델 2679.847 700 0.95 0.946 0.044 Δχ2(56)=168.945 유의

λ, ϕ , θ
 제약모델 2805.674 728 0.948 0.946 0.044 Δχ2(84)=294.772 유의

[표 38] 다중집단 분석을 위한 측정동일성 검증 – 병원별 

λ : 요인부하량, ϕ : 공분산, θ : 오차분산 

직종별 측정동일성 검증([표 39])의 경우, λ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 간 

χ2의 차이 값은 자유도 20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측정동일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Δχ2(20)=23.333, p<0.05), 직종별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진

행하였다. 

χ2 df CFI TLI RMSEA Δχ2 Sig.

비제약모델 2513.52 644 0.952 0.944 0.044

λ 제약모델 2536.853 664 0.952 0.945 0.044 Δχ2(20)=23.333 비유의

ϕ 제약모델 2569.26 680 0.951 0.946 0.043 Δχ2(36)=55.740 유의

λ, ϕ
 제약모델 2590.887 700 0.951 0.948 0.043 Δχ2(56)=77.367 유의

λ, ϕ , θ
 제약모델 2702.177 728 0.949 0.947 0.043 Δχ2(84)=188.657 유의

[표 39] 다중집단 분석을 위한 측정동일성 검증 – 직종별 

λ : 요인부하량, ϕ : 공분산, θ : 오차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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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다중집단 분석의 경우 두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으로, 경로계수는 각 

집단별로 산출되지만, 모형적합도는 하나만 산출된다. 병원별 다중집단 구조

방정식의 경우, GFI=0.868, CFI=0.946, TLI=0.938, RMSEA=0.04로 모형

의 적합도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0] 참고).

먼저, 병원별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공공병원인 A 병원의 경우, PSM의 

4개 하위영역은 모두 개인-조직 가치일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고, 

COM 영역에서만 다른 세 영역과 반대로 개인-조직 가치일치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28, p < 0.01). PSM에서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으로 연결되는 경로계수의 경우, SS 영역에서만 각각 β=0.178 (p < 

0.01), β=0.200(p < 0.001)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민간병원인 B병

원에서는 CPV 영역과 SS 영역이 개인-조직 가치일치를 유의하게 높여주었

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이직의도에는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표준화 경로계수 간 차이의 유의성은 Critical Ratio 값을 기준으

로 확인하였다. 병원에 따라 각 경로계수가 차이가 유의하기 위해서는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가 ±1.96을 넘어야 한다. [표 39]를 보면 

‘APS -> 개인-조직 가치일치’ 경로와 ‘COM -> 개인-조직 가치일치’ 경

로의 C.R. 값이 ±1.96 이상으로 병원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개인의 PSM 외에 내적, 외적 동기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내적동기 -> 직무만족’, ‘외적동기 -> 조직몰입’, ‘직

무만족 -> 조직몰입’, ‘조직몰입 -> 이직의도’, 그리고 ‘직무만족 -> 이직의

도’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내적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B병원이 A병원보다 더 컸고, 외적동

기, 즉 외적보상을 통한 개인의 조직몰입 향상 효과 역시 B 병원에서 더 컸

다. A 병원의 경우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B 병원보다 유의

하게 컸다. 이직의도에 미치는 조직몰입의 효과는 B 병원에서, 직무만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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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A 병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직종별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의 경우, GFI=0.868, CFI=0.945, TLI=0.937, 

RMSEA=0.040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참고]. 

의료직의 경우 개인의 APS, CPV, SS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조직 가치일

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졌고, COM 영역은 반대로 개인-조직 가치일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SS 

영역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료직의 경우, PSM 하위영역 중 COM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

역에서 유의하게 개인-조직 가치일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COM 영역은 직무만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영역은 의료직과 동일하게 SS 영역이었다. 또한 비의료직

의 경우 개인의 CPV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반면, 

COM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간 경로계수의 차이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PSM 하위영역에서는 

‘COM -> 직무만족’, ‘CPV -> TOI’ 의 경로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내적, 외적동기를 비롯한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간 경로 

중 직종 간 차이가 유의한 경로는 ‘내적동기 -> 직무만족’, ‘내적동기 -> 

이직의도’, ‘외적동기 -> 이직의도’였다. 의료직의 경우, 비의료직과 비교하

여 내적동기를 통한 직무만족 향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고, 내적동기와 

외적동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비의료직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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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가설검정
A 병원 B 병원 

APS → POFIT 0.355*** 0.083 -3.759(유의) 가설 6-1 채택(부분)
CPV → POFIT 0.177* 0.146** -0.776 가설 6-2 기각 
COM → POFIT -0.228** -0.020 2.439(유의) 가설 6-3 채택(부분)
SS → POFIT 0.355*** 0.344*** -0.86 가설 6-4 기각 

APS → JS 0.082 0.090 0.218 가설 6-1 기각 
CPV → JS 0.095 0.035 -0.729 가설 6-2 기각 
COM → JS -0.070 0.035 1.235 가설 6-3 기각 
SS → JS 0.178** 0.042 -1.651 가설 6-4 기각 

POFIT → JS 0.222*** 0.167*** -0.098
IM → JS 0.204*** 0.348*** 3.424(유의)
EM → JS 0.236*** 0.205*** 0.209
APS → OC 0.057 0.059 -0.005 가설 6-1 기각 
CPV → OC 0.071 -0.035 -1.568 가설 6-2 기각 
COM → OC -0.083 0.032 1.636 가설 6-3 기각 
SS → OC 0.200*** 0.109* -1.478 가설 6-4 기각 

POFIT → OC 0.311*** 0.358*** 1.99
IM → OC -0.040 0.013 1.081
EM → OC 0.097*** 0.243*** 3.704(유의)
JS → OC 0.389*** 0.298*** -2.681(유의)

APS → TOI -0.002 -0.005 -0.046 가설 6-1 기각 
CPV → TOI 0.025 -0.063 -1.102 가설 6-2 기각 
COM → TOI 0.086 0.082 -0.049 가설 6-3 기각 
SS → TOI 0.049 0.020 -0.409 가설 6-4 기각 

POFIT → TOI 0.051 0.075* 0.62
IM → TOI -0.041 0.051 1.728
EM → TOI -0.100** -0.163*** -1.546
OC → TOI -0.579*** -0.341*** -2.377(유의)
JS → TOI -0.190*** -0.486*** 2.363(유의)

[표 40] PSM 효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결과  - 병원별  

* p<0.05, ** p<0.01, *** p<0.001

CMIN=4002.15***, df=1,172, GFI=0.868, CFI=0.946, TLI=0.938, RMSEA=0.040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IM – Intrinsic 

Motivation, EM – Extrinsic Motivation, JS – Job satisfaction, OC – Organizational 

Commitment, TOI –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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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가설검정
의료직 비의료직

APS → POFIT 0.239*** 0.219** -0.816 가설 7-1 기각
CPV → POFIT 0.149** 0.168* -0.217 가설 7-2 기각
COM → POFIT -0.164** -0.098 1.057 가설 7-3 기각
SS → POFIT 0.366*** 0.332*** -1.316 가설 7-4 기각

APS → JS 0.049 0.114 0.749 가설 7-1 기각
CPV → JS 0.091 -0.010 -1.252 가설 7-2 기각
COM → JS -0.070 0.185* 2.795(유의) 가설 7-3 채택(부분)
SS → JS 0.129** 0.000 -1.618 가설 7-4 기각

POFIT → JS 0.198*** 0.238*** 1.171
IM → JS 0.319*** 0.136** -3.351(유의)
EM → JS 0.212*** 0.217*** -0.325
APS → OC 0.048 0.062 0.169 가설 7-1 기각
CPV → OC 0.044 -0.086 -1.803 가설 7-2 기각
COM → OC -0.053 0.043 1.264 가설 7-3 기각
SS → OC 0.140*** 0.152** 0.079 가설 7-4 기각

POFIT → OC 0.385*** 0.334*** 0.013
IM → OC -0.028 0.005 0.661
EM → OC 0.177*** 0.177*** -0.423
JS → OC 0.332*** 0.296*** -0.716

APS → TOI -0.032 0.067 1.307 가설 7-1 기각
CPV → TOI 0.033 -0.133* -2.070(유의) 가설 7-2 채택(부분)
COM → TOI 0.056 0.155* 1.149 가설 7-3 기각
SS → TOI 0.079 -0.062 -1.848 가설 7-4 기각

POFIT → TOI 0.088** 0.010 -1.046
IM → TOI -0.016 0.108* 2.193(유의)
EM → TOI -0.098*** -0.222*** -2.213(유의)
OC → TOI -0.287*** -0.261*** 0.125
JS → TOI -0.543*** -0.439*** 1.226

[표 41] PSM 효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결과  - 직종별  

* p<0.05, ** p<0.01, *** p<0.001, 

CMIN=3998.375***, df=1,172, GFI=0.868, CFI=0.945, TLI=0.937, RMSEA=0.040

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 APS – attraction to public service, CPV – 

commitment to public value, COM – compassion, SS – self-sacrifice, IM – Intrinsic 

Motivation, EM – Extrinsic Motivation, JS – Job satisfaction, OC – Organizational 

Commitment, TOI –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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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찰

병원종사자의 PSM과 직무동기가 이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PSM은 내적/외적

동기와 더불어 개인의 조직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PSM이 내적동기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내적/외적동기와 더불어 병

원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는 낮출 수 있는 동기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위영역별로 그 효과의 크기나 

방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총효과의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기희생(SS)’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동정심(COM)’ 영역의 경우, 조직몰

입은 낮추고 이직의도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조직의 가치일치를 통한 PSM의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PSM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보면, 특히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대해서는 가치일치를 통한 간접효과가 

총효과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직의도의 경우, 만약 개인과 조직

의 가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PSM이 높으면 이직의도가 오

히려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Bright, 2008; 

Kim, 2015)와 동일한 것으로, PSM과 조직행태의 관계는 직관적, 직접적이

기보다는 여러 경로를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분석의 경

우, PSM 하위영역별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이직의도에 이르는 개

별 경로의 간접효과를 각각 분해하여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지 않고, 총 

간접효과의 유의성만 확인한 결과인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구조방정식

의 특성 상 개인의 PSM과 조직행태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 중 개인의 조직

생활과 관련한 경력, 근무기간, 직위와 같은 변수의 영향(Andersen & 

Kjeldsen, 2013; Bright, 2008; Pandey & Stazik, 2008; Steijn, 2008)을 통

제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추후에는 조직유형(공공/민간)과 직종 외에 개인의 

PSM과 조직행태에 영향을 주거나, 이들의 관계를 조절하는 다양한 조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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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PSM 효과를 매개하는 개인-조직 간 가치일치 수준을 높이려면 

양쪽을 다 높이거나, 떨어진 한 쪽을 높여야한다. 즉, 개인의 PSM을 변화

시키거나, 조직의 공공서비스 관련 가치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제까지

는 개인의 PSM을 높이기 위한 조직차원의 관리방안을 모색하려 했지만, 현

실에서 적용가능한 실용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Ritz et al., 2016). 또한 

보건분야에서는 주로 개인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경제적 보상, 특히 전문인

력이다 보니 높은 급여와 교육기회의 제공이 매우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언

급되어 왔다.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조직, 또는 공공병원의 특성 상 

경제적 보상요인을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조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조직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 즉 공익증진

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개인의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앞서 연구 1을 통해 확인하였다. 개개인의 전문직 병원종사자

의 업무활동은 민간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아픈 환자를 진료하고, 건

강을 회복하게 하는 개인의 활동은 비슷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활동이 모여

서 나타나는 조직의 활동은 민간과 공공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개인의 PSM

을 관리, 또는 조절하는 차원에서 인적자원관리방안을 통한 개인단위 접근

방식과 더불어 조직 전체의 가치, 미션, 활동 등을 관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인의 PSM에 영향을 주고, 직무태도와 조직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겠다. 

PSM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병원별, 직종별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병원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개인-

조직 가치일치와 관련된 경로로, ‘공공서비스 호감(APS)’ 영역의 효과가 공

공병원인 A 병원에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동정심(COM)’ 영

역의 효과 역시 A 병원이 컸으나, 효과의 방향이 (-)인 점을 유념해야 한

다. 즉, 약자를 향한 동정심이 높은 공공병원 종사자의 경우, 개인과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민간병원보다 크다는 

결과로, 이는 개인의 PSM가 직무태도와 개인/조직의 성과로 연결되는 과정

에서 개인-조직 가치일치가 매우 중요한 맥락변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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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원의 조직가치의 내용과 명확성, 그리고 구성원과의 공유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이는 ‘개인의 동기는 조직와 가

치와 일치할 때,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명제를 공공병원 종사

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연구 1의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본 연구가 

진행된 A 병원에서 조직가치와 비전, 미션 등이 구성원의 공공서비스 제공

과 관련한 가치, 신념 또는 태도와 불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다. 개인

의 PSM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에서 조직관련 요인 중 ‘조직비전의 명확

성’ 효과가 공공병원보다 오히려 민간병원에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와도 연

결되는 본 분석결과는, 공공병원의 조직가치와 비전, 미션에 대한 검토와 더

불어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조직가치, 비전, 미션 수립이 필요하

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직종별 비교에서는 병원별 비교와 다르게 PSM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비의료직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종별 비

교 결과가 의료직에 있어서 PSM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임을 유념해야 한

다. 즉, 의료직 대상 PSM 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조직 가치일치

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는데, 특히 이 효과는 ‘자

기희생(SS)’ 영역이 가장 크거나,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Kim et al.(2013)의 측정도구의 경우, Perry(1996)의 도구

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Kim & Vandenabeele (2010)의 PSM 영역구분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도구이다. Kim & Vandenabeele  

(2010)은 Perry & Wise(1990)와 달리 ‘자기희생’은 개인의 PSM의 실현을 

위한 토대라고 하였다. 즉, 개인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 약자와 사

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희생’은 개인의 PSM의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이

라는 것이다. 병원종사자의 PSM 효과를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보인다. 즉, 의사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간호사의 ‘나이팅게일 선서’ 등은 본인보다는 아픈 환

자를 우선시하고, 이들의 치료와 돌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사회에 헌신하겠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PSM이 조직행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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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나아가 직종별로 분석했을 

때, 자기희생 영역의 효과가 의료직에서 지속적으로 더 유의하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병원종사자, 특히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

전문직의 PSM은 ‘자기희생’이라는 이타적 동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학자마다, 그리고 연구마다 사용하는 PSM 하위영역은 다르지만, 

PSM 개념이 개인의 가치와 태도, 신념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을 잠

재적 구성요소로 갖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점(Kim, 2011)은 학계에

서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마다 사용하는 척도가 다르거나, 동일

한 척도를 사용하더라도 연구에서 포함하는 영역이 다르거나, 단일차원 척

도로 사용하거나, 다차원 척도 사용하는 등 개념의 다차원적 속성이 실증연

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다(김상묵, 2019; Taylor, 2007; Perry 

& Vandenabeele, 2015; Ritz et al.,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종사

자의 PSM을 단일차원보다는 다차원으로 나누어 영역별 효과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병원종사자의 PSM은 의료직의 전문직업정신에서 강조하는 ‘이

타주의’, 또는 ‘자기희생’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과는 비록 연구대상이 

공공과 민간병원 각각 한 곳으로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

라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PSM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

면 보건의료인력 대상 PSM 연구의 효용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분석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병원종사자의 PSM은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을 높이고, 개인과 조직이 유사한 가치를 추구할 때,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PSM의 효과는 병원유형과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

지지 않았다. 향후에는 전문직 병원종사자의 PSM이 조직행태에 영향을 주

는 보다 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우리나라 병원종사자에게 

PSM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런 의미는 직종에 따라 다른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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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제언

개인의 행동은 다양한 동기의 공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보건

의료조직, 특히 병원조직이 직면한 인력관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가 물

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물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방안의 실현가능성과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의

료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현재 우리나라 병원이 경험하는 인력부족의 문제는 

이들의 외적동기를 충족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가?’, ‘병원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외적보상에 대한 현실적 제한점이 많은 가운데 외적보상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친사회적이고 이타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공서비스동기(PSM)’ 개념에 주목

하였고, 병원종사자의 조직행태(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를 설명하

는 PSM 경로모형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보건의료 사회

가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낮아서 미루어져 있던 병원구성원 개

인의 ‘동기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개인의 동기는 조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조직행

태에 영향을 준다’는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의 명제가 PSM의 결과와 관련

한 연구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서비스에 대

한 개인의 이타적, 친사회적 동기인 PSM과 병원조직의 조직가치의 적합성

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익창출, 효율성 향상, 질 향상, 

공공성 향상이라는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거나 상충할 수 있는 가치체계의 

수립을 요구받는 공공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과 조직의 PSM 적합

성을 분석한 결과, PSM과 조직의 가치체계가 일치할수록 조직몰입이 높아

졌다. 하위영역에서는 ‘공공서비스 호감(APS)’과 ‘동정심(COM)’ 및 ‘자기희

생(SS)’ 영역에서 개인과 조직이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수록, 그리고 조직의 

‘공공서비스 호감’이 개인보다 높을 때 개인의 조직몰입이 유의하게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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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병원이 원래 수행해야 하는 고유기능, 즉 

공공의료 제공에 있어서 민간과는 다른 차별적, 전략적, 우위적 위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구성원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공병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

고, 병원의 내․외부를 향하여 조직이 추구하는 공공가치와 미션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유하는 모습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병원종사자의 PSM 영향요인 분석을 하였고, 영향요

인으로 개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과중 인식과 개인-직무 적합성 요인을,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비전의 명확성과 조직공성정 요인을, 마지막으로 개인

의 사회정체성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전문직정

체성과 조직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조직정체성을 ‘동일시’ 개념을 활용

하여 전문직동일시와 조직동일시 요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개

인-직무 적합성, 비전명확성, 사회정체성요인으로는 전문직동일시와 조직동

일시의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개인의 PSM과 하위 영역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정체성 요인 중 전문직동일시를 통한 효과가 개인의 

PSM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각각 병원유형과 직종별로 나누어 세부분석을 

진행한 결과, 공공병원에서는 조직동일시와 개인-직무 적합성의 효과가 두

드러졌고, 민간병원에서는 전문직동일시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직종별로는 

의료직과 비의료직 모두에서 전문직동일시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문직동일시의 효과가 중요하게 나타난 본 결과는 병원종사자의 동기관

리가 개별 병원조직의 범위를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교육과정에서 주

목할 부분이다. 전문직으로의 사회화 과정은 조직입사 전, 즉 고등교육기관

에서부터 시작되어 조직입사 후에도 전문직종별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

적으로 일어난다. 전문직 사회화를 통해 집단구성원에게 심겨지는 전문직업

성은 전문직 개인이 아닌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집단(전문직 협회와 

교육기관 등)의 노력과 자구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권복규, 2012), 그리

고 조직사회화의 시작은 대학교육에서 비롯되는 전문직 사회화라는 점(김문

실, 최순옥, 2003)은 대학교육과 전문직 협회의 교육강화의 중요성과 필요

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대학 내 보건관련 학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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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더불어 전문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등에 의료의 공공성, 또는 

공공의료와 관련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면, 병원종사자의 PSM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의료

윤리, 전문직업성, 사회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의학교육 개선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김정선(2002)의 논문은 전문직 사회화가 시작되

는 대학교육과정의 새로운 모델 구축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 

PSM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이와 더불어 조직사회화의 중요성도 함께 보

여준다. 조직, 즉 병원은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보장 받고 전문적 지배를 실

현시키는 장”(조병희, 2019:24)으로 우리나라에서 병원과 의료전문직은 서

로 분리되지 않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조직사회화란 “조직의 

설립방침을 수용하고, 조직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조직의 일원으로 

학습, 변화되어 과정(김문실, 최순옥, 2003)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병원

의 조직사회화 과정을 살펴보면,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조직사회화의 내용, 

더 구체적으로는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조직의 가치와 규범 체계를 갖고 있

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만든다. 병원조직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수준 높

은 의료서비스의 제공,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 연구 중심 등 공공병원과 민

간병원이 외부를 향해 보여주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등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조직사회화를 통한 조직정체성의 효과가 공공

병원 종사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공공병원의 조직사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사회화를 통해 공공병원만의 차별화된 조직정체성을 구

성원들이 갖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병원종사자의 PSM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개인의 PSM은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병원종사자들의 조직행태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기존에 개인의 조직행태에 중요한 동기요인으

로 알려진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의 효과를 통제하고서도 유의하게 나타난 분

석결과는 행정학의 PSM이 병원종사자의 동기를 설명해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PSM 효과에 대한 직종별 세부분석 결과, 자기희생 영역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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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직에서 지속적으로 더 유의하게 나타난 연구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문직의 PSM은 ‘자기희생’이라는 이

타적 동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이타주의와 자기희생, 친사회적 태

도는 전문직 직업윤리의 핵심원칙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의료전문직의 직업

윤리와 PSM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전문직

의 PSM 관리방안 모색의 중요한 지점을 알려줌과 동시에, 학술적으로 

PSM의 하위 영역인 자기희생 영역과 의료전문직의 직업윤리 간 개념적 구

분, 의미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도주의 이론의 ‘적절성의 논리’와 동기이론 중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

르면 조직가치는 구성원 개인의 자아개념, 즉 정체성으로 내재화되어 개인

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직변수이다. 공공병원

과 구성원이 병원의 역할과 공공가치, 미션을 공유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조직의 가치와 비전, 목표 등 조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선포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명시하는 조직가치와 비전 등은 민간

병원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영향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병원은 

병원의 수익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압박을 받아왔다. 그동안 공공병

원은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사회적 요구에 조직이 반응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민간의 경영관리 방식을 받아들이고, 외부적

으로 조직이 명시하는 조직의 가치와 비전 등을 민간과 유사한 가치를 추구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기존 병원구성원의 가치체

계와 충돌을 일으켰을 수 있으며,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바꾸었다. 공공의료,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경험을 통하여 

이제 우리 사회는 공공병원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주길 요구

하고 있다. 조직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제공해야 하는 공공병원에

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선도적 공공병원’과 같은 ‘공공’이

어서 가능한 특수한 역할 수행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조직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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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역시 그 내용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다면, 이

러한 변화는 병원종사자 개인의 PSM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는 이들의 조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을 연구대상의 크기가 매우 작

다는 점이다. ‘2개 병원의 전체 구성원’이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병원유

형별, 직종별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확장함에 있어 다음의 연구

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추후 연구에서 연구대상 확대에 있어

서 공공병원을 우선적으로 연구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더 많은 공공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구성원의 PSM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면, ‘공공의료에 

집중하고, 공공성 향상에 힘쓰는 공공병원다운 공공병원’의 모습이 조직의 

새로운 전략적 지점이 될 수 있을지, 공공병원이 추구해야 할 조직상은 무

엇인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연구대상의 부족과 더불어 일회성 설문응답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이

다. 연구대상이라 함은 설문에 참여한 병원조직을 의미한다.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의 전형적 한계, 즉 누락변수의 존재, 인과관계의 검증의 불

가능과 같은 문제는 분석 시 자료의 편향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대한 줄이고

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의 해석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추후에

는 병원종사자의 PSM을 반복적으로 측정함에 따라 시계열 자료를 구축, 분

석함으로써 더 새롭고 의미 있는 연구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한다. 이와 더불어 병원단위의 연구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

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PSM 연구 진행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시립병원 평

가 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제도를 활용한다면 충분한 연구대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 공공병원 평가항목은 크게 의료의 질, 

병원운영, 공익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리더십, 윤리경영 등의 항목이 조사되고 있다. 병원구성원들의 동기관리와 

관련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구체적으로는 PSM와 같이 개인의 공공성과 

관련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설문조사 자료 분석 시 주의해야 하는 ‘사회적 소망성 편향(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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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ability bias)’의 문제이다. 이는 설문응답 시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게 보이는 쪽으로 응답하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PSM 문항의 

경우 병원종사자, 특히 공공병원 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소망성 편향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PSM를 측정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소망성 편향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Kim & Kim, 2012a), PSM 측정 시 사회적 소망성 편향의 국가 간 

비교 결과, 집단주의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소망성 편향의 문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Kim & Kim, 2012b) 등은 본 연구자료 역시 

사회적 소망성 편향의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PSM 측정 시 연구설계에서부터 이러한 편향성 문

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누락변수의 문제이다. PSM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변수들, 예를 들

어 리더십, 조직 비전,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업무특성 등 많은 변수를 포

함하지 못하였다.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정적 행동을 유인하는데 효

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병원조직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 이외에 

병원을 소유, 운영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의 경우 선출직 또는 

임명직으로 조직 내 다양한 직종 간 관계증진과 신뢰 등을 형성하고, 조직

문화를 잘 유지해나가는 리더의 역할과 관련한 학습기회가 많이 부족한 것

이 현실이다. 최근 주목받는 리더십 유형으로 서번트 리더십(이재훈, 양운

모, 김충현, 2015; Boyer, 1999)과 변혁적 리더십이 있다. 추후에는 조직 

내 개인과 조직, 상사, 부서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병원전문직의 경우 직종 간 이

동이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간호직에서의 이직률이 높다는 점에서 PSM 경

로에서 근속기간과 경력기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측정도구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가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타당성을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Kim et al., 2013). 하지만 

도구를 번역하고 병원현장에서 사용하기 전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구의 수정이 발생하였고, 결국 분석에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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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중된 문항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PSM의 측정도구는 아직까지 논쟁 

이루어지고 주제이다. 추후에는 서로 다른 PSM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병원

종사자에 더 적합한 측정도구를 찾거나, 병원종사자의 PSM 측정도구를 개

발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째, 공공병원을 비롯하여 

병원조직의 효과적 인사관리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의

료서비스 고유의 가치를 개인의 동기에 접목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병

원 내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임금인상과 같은 구조적 접근 이외에 다른 방법

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동기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행정학의 PSM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논의되어 온 ‘내적, 

외적 동기부여’ 외에 개인의 동기부여를 위해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조직

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병원 인사관리와 나

아가 보건의료 인력관리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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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문항 – “개인-조직 간 공공서비스동기 적합성과 조직몰입” 연구

l 공공서비스동기_개인

공공서비스의 중요성

1. 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는 것은 중요하다.

3.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공공의 이익

5. 나는 시민 모두가 건강과 관련하여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공공정책을 개발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한다. 

8. 공공보건의료 종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약자에 대한 동정

9. 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처한 삶의 어려움에 연민을 느낀다. 

10. 나는 삶의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이 된다. 

11. 나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볼 때 몹시 분노한다. 

12. 타인의 안녕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을 위한 자기희생

13. 나는 공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14. 나는 나 자신의 이익에 앞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생각한다. 

15. 나는 우리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손실을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16. 나는 비록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더라도 빈곤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그 계획에 찬성할 것이다. 



- 156 -

l 공공서비스동기_조직

공공서비스의 중요성

1. 나는 우리 병원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우리 병원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
각한다.  

3.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우리 병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나는 우리 병원이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이익

5. 나는 우리 병원이 시민 모두가 건강과 관련하여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우리 병원이 모든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
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우리 병원이 공공정책을 개발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우리 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종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
고 있다고 생각한다. 

약자에 대한 동정

9. 나는 우리 병원이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이 처한 삶의 어려움에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
한다. 

10. 나는 우리 병원이 삶의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우리 병원이 어떤 사람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우리 병원이 타인의 안녕을 고려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익을 위한 자기희생

13. 나는 우리 병원이 공익을 위해서 병원의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우리 병원이 우리병원 자체의 이익에 앞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의무를 더 중시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우리 병원이 우리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병원의 손실을 기꺼이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나는 우리 병원이 비록 병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더라도 빈곤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그 계획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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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조직몰입 

1. 이 조직(○○ 병원)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개인적인 의미를 가진다.

2. 나는 진정으로 이 조직의 문제들이 곧 나의 문제인 것처럼 느낀다. 

3. 나는 남은 직장 생활을 이 조직에서 보낼 수 있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다. 

4. 나는 이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이 조직에 대해서 “감정적인 애착”같은 것을 느낀다. 

6. 나는 이 조직에서 “가족의 일원” 같은 느낌이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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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문항 –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 영향요인” 연구

l 공공서비스동기

공공서비스의 중요성

1. 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는 것은 중요하다.  

3.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공공의 이익

5. 나는 시민 모두가 건강과 관련하여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공공정책을 개발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한다. 

8. 공공서비스 종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약자에 대한 동정

9. 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처한 삶의 어려움에 연민을 느낀다. 

10. 나는 삶의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이 된다. 

11. 나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볼 때 몹시 분노한다. 

12. 타인의 안녕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을 위한 자기희생

13. 나는 공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14. 나는 나 자신의 이익에 앞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생각한다. 

15. 나는 우리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손실을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16. 나는 비록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더라도 빈곤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그 계획에 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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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업무과중 

1. 나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주어져 있다.

2. 나는 내가 맡은 역할에서 과중한 부담을 느낀다. 

3. 지금 내 역할의 일부를 줄일 필요가 있다.

4. 나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5. 나의 업무량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업무의 질을 유지하기 힘들다.  

l 개인-직무 적합성  

1. 내가 가진 지식, 기술 또는 능력은 현재 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수준과 잘 
맞는다. 

2. 내 직무는 일에 대한 나의 욕구(need)를 충족시켜준다. 

3. 현재 하고 있는 직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나의 개인적 신념, 가치관 및 적성과 잘 
맞는다. 

4. 내 직무는 예전부터 내가 원하던 직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l 조직비전의 명확성  

1. 우리병원이 추구하는 전략적 방향에 대한 비전은 매우 명확하다.

2. 우리병원의 비전은 조직이 변화해야 하는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3. 우리병원의 리더들은 조직의 미래에 대하여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l 조직공정성 

1. 우리병원을 위해 쏟은 시간과 정성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다. 

2. 내가 일에 들인 노력과 그에 대한 보상이 서로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3. 내가 하는 일이 지닌 가치에 비해 많은 양의 노력을 기울인다. 

4. 나는 병원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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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문직동일시 

1.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와 같은 직종(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병원행정직 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 마치 내가 칭찬을 받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나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보통 “그들”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 

3. 대중매체에서 나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면 나를 비난
하는 것 같아 당혹스러울 것이다. 

4. 나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5.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하는 일을 비난하면 마치 내가 비
난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직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l 조직동일시 

1. 외부사람들로부터 ‘○○병원’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 마치 내가 칭찬을 받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병원’에 대해 말할 때 “우리병원”이라는 표현을 쓴다. 

3. 대중매체에서 ‘○○병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한다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당혹스러울 
것이다. 

4. 나는 ‘○○병원’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외부사람들이 ‘○○병원’을 비난하면 마치 내가 비난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6. 나는 외부에서 ‘○○병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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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문항 – “병원종사자의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l 공공서비스동기

공공서비스의 중요성

1. 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는 것은 중요하다.  

3.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공공의 이익

5. 나는 시민 모두가 건강과 관련하여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공공정책을 개발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한다. 

8. 공공서비스 종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약자에 대한 동정

9. 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처한 삶의 어려움에 연민을 느낀다. 

10. 나는 삶의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이 된다. 

11. 나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볼 때 몹시 분노한다. 

12. 타인의 안녕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을 위한 자기희생

13. 나는 공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14. 나는 나 자신의 이익에 앞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생각한다. 

15. 나는 우리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손실을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16. 나는 비록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더라도 빈곤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그 계획에 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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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내적동기  

1. 나는 직무상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즐긴다. 

2. 나는 직무상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즐긴다. 

3. 나는 직무상 분석적 사고가 필요할 경우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분석적 사고를 한다. 

4. 나는 직무처리 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즐긴다. 

5. 나는 직무상 기존의 프로세스나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것을 즐긴다. 

l 외적동기  

1. 나는 ○○병원의 현재의 보상체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수행한 일의 성과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내가 수행한 일과 관련하여 현재의 급여수준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4. 나는 내 개인적 성과가 급여를 포함한 성과보상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l 개인-조직 가치일치 

1. 나는 우리병원이 핵심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2. 나는 우리병원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근본 취지를 진심으로 지지한다.

3. 우리병원이 핵심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직원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다. 

l 직무만족  

1. 나는 나의 일에 매우 만족한다. 

2.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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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조직몰입 

1. 이 조직(○○ 병원)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개인적인 의미를 가진다.

2. 나는 진정으로 이 조직의 문제들이 곧 나의 문제인 것처럼 느낀다. 

3. 나는 남은 직장 생활을 이 조직에서 보낼 수 있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다. 

4. 나는 이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이 조직에 대해서 “감정적인 애착”같은 것을 느낀다. 

6. 나는 이 조직에서 “가족의 일원” 같은 느낌이 느낀다.

l 이직의도 

1. 나는 현재 이 직업을 그만 두는 생각을 자주 한다. 

2. 나는 현재 직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질 기회를 탐색해 보고 싶다. 

3. 나는 내년 중으로 현재 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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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spital workers’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s

Hyejung Yoon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hospitals has been confronted with a difficulty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in South 

Korea. Although individual behavior in organization is the result of 

coexistence of various motives, causes and countermeasures for 

manpower shortage in hospitals are discussed mostly in terms of 

material compensation. To date, excessive workload with low wages or 

low medical fees are pointed out as the main problems in manpower 

shortage. Approaches through extrinsic reward are essential in current 

workforce problems in hospitals, but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in 

hospital or healthcare policy. In addition, as medical professional 

workers, their behaviors are influenced by professional ethics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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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Healthcare services are social service with a character of public 

goods. Hospitals are the organizations that fulfill the individual ‘right to 

health’ and achieve the public goodness through the provision of 

healthcare services. It is especially a key feature that has been 

emphasized and demanded as the role of public hospital in Korea. 

Social responsibility of hospital should be a moral obligation to 

contribute the hospital’s resources to the health of individual as the 

public goodness. In addition, professional hospital workers take the oath 

of professional ethics to make a commitment to health and well-being 

of patients prior to work in the hospital. This means that the public 

and altruistic nature of healthcare service, as well as the hospital and 

the its professional employees also share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service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is that they pursue conflicting 

organizational values and visions. An organization’s value system can 

influence the values, beliefs, attitudes and even behaviors of each 

individual worker. This means that the public value of healthcare 

service for hospital and their workers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their organizational behaviors. Therefor, in order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al behavior of hospital workers, various 

factors such as individual values,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the 

publicness in healthcare services are need to examine together with the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that must be firstly fulfilled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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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employees’ organizational behavior in hospitals using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ursue the effective alternatives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hospitals, and to cultivate the public service value of 

health workforce in public health policy, and to extend the research 

topics and methodology in healthcare organization research. In addition, 

this stud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importance of 

the motivation that has been forgotten or given a low priority in 

healthcare organization in Korea. 

The survey data of total employees in one public and one private 

hospital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used. Considering the size of the 

Korean hospital market and the number of workers in healthcare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generaliz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because the study subjects are very small. Although the 

research subjects are limited to two individual hospitals, the study 

fulfille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analyzing the organizational 

behavior of professional workers in hospital through PSM in two 

aspects. First, the type of hospital – public and private – can be 

distinguished and compare to each other. Second, since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all members of the hospital, various occupations including 

physician are included and compared.

The first study is based on the proposition of the person-environment 

fit theory, that individual attitude and behavior in organization are the 

product of interactive dynamic between individual and environment, and 

person-environment f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search on the 

effect of PSM. Public hospitals in South Korea have been forc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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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e or change the organizational goals and values similar to those of 

private hospitals under the influence of new public management 

paradigm.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hanged organizational goals or 

values in public hospital interacts with the individual employee’s PSM 

and how it affects the individual’s job attitude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Polynomial regression and response surface analysis are 

conducted by sub-dimensions of PSM by using survey data of 686 

public hospital workers in Seoul. The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PSM 

fit led to higher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its strength is different 

by sub-dimensions. Specifically, individual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more strongly affected by the organizational instrumental motives when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SM. In 

other words, when the public hospital performs the inherent and 

imperative role as the public hospital, and clearly shows the public 

value and mission of the organization, it can increase the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econd study investigates the antecedents of individual hospital 

worker’s PSM by using the survey data of 1,489 employees in two 

hospital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 workers on PSM based on the social identity 

theory. Among job-related, organization-related, and socialization- 

related factors of hospital workers, the socialization factors have a 

strong effect on individualʼs overall and all sub-dimensions of PSM. 

While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s prominent in the 

public hospital, professional identification is more powerful in the 

private hospital. As the professional hospital worker, their process of 

socialization as a profession starts from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before organizational recruitment and continues after the 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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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ment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 PSM of hospital worker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for publicness of healthcare service or public health in 

the medical colleges, nurse colleges, and other colleges related to 

healthcare as well as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organized by each 

professional associations. 

In the third study, the effect of PSM on various outcomes related to 

organizational behavior is investigat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PSM of hospital professional workers is a 

motivation factor distinguished from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dividual PSM increases th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directly through the effect of person-organizational value fit, and also 

indirectly decreases the turnover intention. In addition, the main 

motivational factor for turnover intention is extrinsic motivation related 

to compensation. It means that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for 

hospital workers is important as the cultivation of their PSM. Also, in 

the sub analysis using multi 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effect of the self-sacrifice dimension of PSM is consistently significant 

in medical job group, and the size of explanatory power is also large. 

It means that the altruistic motivation, that is self-sacrifice,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PSM of medical professional in South Korea. 

Study findings point out the critical point in managing the PSM of 

professional workers in hospitals, and the further researches on the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self-sacrifice as the sub-dimension of 

PSM and occupational ethics of professional workers in hospitals are 

needed.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there is other wa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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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the motivation of hospital professional workers besides 

structural approach through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such as 

wage increase. Also,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clues about what 

hospital to do to motivate their professional workers in relation to 

public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curriculum for publicness of healthcare should be developed and 

included in formal medical education process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of various medical professional association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evaluation items related to employee’s PSM to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hospitals. In this way, public 

hospitals will be more actively search for and perform practical 

management programs to increase professional workers’ PSM. 

keywords : Public Service Motivat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Hospital Professionals, Professional So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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