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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가 조직구

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한다는 목표설정이론

(goal setting theory)의 관점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를 토대로 목표모호성, 공무원 개개인이

가지는 자기개발 노력, 조직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효과적인 경력개발

제도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기개발 노력과 교육훈련,

경력개발제도가 목표모호성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가지

는지 확인하였다.

인적자원관리는 단순히 어느 한 가지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능력(Ability), 동기(Motivation), 기회(Opportunity)의 측면

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조직의 목표모호성

(organizational goal ambiguity)은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관련되어

있는데, 조직의 목표가 명료하여 구성원의 동기부여가 잘 되더라도 이러

한 동기를 구현할 조직구성원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료한 목표

가 가져오는 동기부여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목표모호성 연구는 목표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목표를

구현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능력이나 기회의 측면은 함께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4,111명의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

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공

직생활실태조사’ 설문지를 활용하여 목표모호성을 독립변수로, 업무성과

를 종속변수로, 능력발전 및 기회부여(자기개발, 교육훈련, 경력개발)를

조절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의 목표모호성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기회부여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경력개발이 목표모호성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

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능력, 동기, 기회의 세 가지 인적자

원관리 측면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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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모호성은 업무성과에 유

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과 경력개발제도는

업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

의 명료성이 조직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여 성과를 높여준다는 목표설정

이론과 인적자원관리가 목표 및 성과와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

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목표의 명료화는 물론 적절한 능력발전 및 기회부여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무원의 목표모호성 인식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경력개발제도가 효과적일수록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능

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 차원에서 경력 경로를 설계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는 자기개발과 조직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교육훈련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이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이차자료인 설문지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자기인식

오류의 한계가 발생하였을 수 있고, 잠재적 내생성 문제를 적절히 통제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절변수의 측정 문항의 개수가 부족하여 타당성의 문제를 적절히 통제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이 업무성과에 부

(-)의 영향을 미친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목표모호성, 업무성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자기개발, 교육

훈련, 경력개발

학 번 : 2020-2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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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Administration: NPM)의 확산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성과주의에 기반한 정부 활동이 강조되

기 시작하면서 목표 달성, 결과 중심, 업무성과, 효율성 등의 개념이 주

목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주의는 공공부문에서 여전히 중요한 원칙

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성과는 민간부문의 성과와 다르게 목표모호성(goal

ambiguity)의 영향을 받는다. 목표모호성은 조직목표가 조직이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나타낼 때 그에 대한 경쟁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

는 정도(the level of the leeway for competing interpretations)를 의미

하는데(Chun & Rainey, 2005b), 목표모호성은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예: Chun & Rainey, 2005a,

2005b; 김서용·김선희, 2015; 허성욱, 2016; 박정호, 2018). 따라서 공공부

문의 성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목표모호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과관리를 종래에는 조직 외부환경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하였

지만, 근래에는 조직 내부관리와 관련지어 조직구성원의 내적 관리 즉,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HRM)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Brewer & Selden, 2000; O’Tollle & Meier, 2003;

Boyne, 2004; 이희창·박희봉·전지용, 2007). 이러한 흐름에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높은 성과 달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

는 자연스럽게 인사관리제도와 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전략적 인적자

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로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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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Ability-Motivation-Opportunity) Model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에서 널리 쓰이는데, 인적자원관리를 능력(Ability), 동기(Motivation), 기

회(Opportunity)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분

석방법이다. 기존의 목표모호성 연구는 세 가지 측면 중 동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조직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조직구성원들을 동기부

여 시킴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목표모호성 문제를 해결하여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가 잘 되

더라도, 동기를 구현할 조직구성원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기회가 생

기지 않으면 동기부여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이는 결국 조직의 성과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목표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던

기존의 목표모호성 연구와 달리, 앞으로의 목표모호성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Ability)과 기회(Opportunity)의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

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역량증진(Ability) 및 기회증진(Opportunity)

은 자기개발, 공무원 교육훈련, 경력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기개

발은 공무원 스스로 본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교육훈련은 조직

이 공무원들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

는 것이다. 경력개발은 공무원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조직이 개인의 경력(career)과 보직 경로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 개인의 직무능력을 향

상하게 해주고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가치관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개인

의 성과는 물론 조직의 성과, 더 나아가 정부의 성과를 높여준다(백철현,

2000). 신분보장으로 인해 인력 대체의 제한이 있는 공공조직에서 이러

한 교육훈련은 중요하며 필수적이다(정하경, 1992; 오성호, 1997; 박천오·

최호진, 2002; 강여진·최호진, 2003). 경력개발제도 역시 급변하는 행정환

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입되었는데,

공무원들의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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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었다(이은진, 2018).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인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발표1)하였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역

량증진 및 기회증진 방식이 더 다양해지고, 직무별·경력별로 교육의 질

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재개

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자기개발, 교육훈련, 경력개발은 공무원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일

반적으로 쓰이는 AMO Model의 관점에서 목표모호성이 업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 능력발전 및 기회부여(자기개발, 교육훈련, 경력개발)가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능력발전 및 기회부여가 목표모호성과 업무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로 기대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목표모

호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능력

발전 및 기회부여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

동기,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지닌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목표의 명료화를 통한 업무성과의 제고 효과를 강화하기 위

해서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지닌다.

1) 김양혁, 디지털 타임스, “공무원 교육시장 무한경쟁 시대로... 인재개발 지능

형 오픈 플랫폼 착수”, 2020. 06. 23. (Retrieved 2021. 11. 15. Web Site: http://

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62402100658052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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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성과에 대한 논의

1. 성과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1) 성과(performance)의 정의

민간부문에서 강조되던 성과 개념이 공공부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에 입각한 행정개

혁에서 찾을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책으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 정신

을 근거로 정부 혁신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장의 원리를 정부 관료제에 도입

하여 능률성을 높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영화를 통해 정부 규모

를 감축시키고 능률성을 높이자는 것이다(권인석, 2004).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시장의 원리를 정부에 도입하게 되면서 정부 관료제는 능률성, 효

율성, 고객 중심의 행정을 지향하게 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부문

에서도 성과의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성과 개념과 측정방식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도입

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수익성, 효과성과

같이 비교적 측정하기 쉬운 가치가 조직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만, 공

공부문의 경우 공공성, 책임성 등의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므로 조직의

목표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조직의 산출물은 비재

화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정부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의 성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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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성과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한다. 성과는 조직성과, 개인성과, 정

책성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Epstein(1992)은 공공조직

의 성과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인 효과성

에 기반하여 설명한다(Epstein, 1992; 고재권, 2016).

2) 성과에 대한 접근방법

Talbot(2005)은 성과의 개념을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

개인성과(individual performance), 사업과 정책성과(activity programme

and policy performance)로 나누어 접근한다. 조직성과 접근법은 성과를

조직의 효과성이나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로 고려하는 접근법이다. 대표

적으로 성과관리연구, 성과측정지표연구 등이 성과의 개념을 조직성과

접근법에 따라 파악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조직성과에

대해 일관된 정의와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Kirby, 2005; Richard,

2009). 특히 공공부문의 조직성과는 공공조직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획일화하기 어려우므로 효과성, 능률성, 공정성, 목표 달성도 등의 여러

가지 목표를 고려하여 조직성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왕태규

(2007)는 Rainey & Steinbauer(1999)와 Brewer & Seldon(2000)의 연구

를 참고하여 조직성과를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서비스 생산 및 제공에

있어서 능률성, 효과성, 만족도, 공정성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

념’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성과 접근법은 개인이나 팀의 성과가 조직이 원하는 수준으로 달

성되었는지, 개인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조직에 의해 어떠한 영

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접근법이다. 대표적으로 인적자원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HRM)에 관한 연구, 업무성과(job

performance)와 관련된 연구들이 개인성과 접근법에 따라 성과를 파악한

연구들이다. 개인성과 접근법을 사용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성과를 업무성과로 파악하였다(예: 강여진, 2005; 임동진, 2009; Cail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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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성시경·이재완, 2019). 업무성과는 조직이 아닌 개인의 행태를 판

단한다는 점에서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와 구별되고

(Campbell, 1990),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행태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업

무 수행의 최종 결과물인 산출(output)과도 구별된다(김문성·박성철,

2011).

사업과 정책성과 접근법은 사업이나 정책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접근법이다. 주로 사업과 정책프로그램의 산출(output), 영향(impact), 효

과성(effectiveness) 등을 성과로 파악한다. 단, 사업과 정책성과 접근법

은 특정 사업이나 정책의 사례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AMO Model의 관점에서 목표모호성, 자기개발, 교육훈

련, 경력개발과 성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므로 개인성과 접근법

으로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성과를 개인성과의 측면에

서 바라보고, 조직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관해 조직이 바라는

수준으로 성취한 정도(Williams & Anderson, 1991; 성시경·이재완,

2019)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 질문과 관련된 개인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

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는 공무원 업무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은 크게

개인적 특성, 직무적 특성, 조직적 특성 관련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되는 영향요인으로는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자기효능감, 업무 스트레스(예: 이근주, 2005; 박성철,

2011) 등이 있다. 직무적 특성과 관련되는 영향요인으로는 직무자율성,

잡크래프팅(job crafting), 업무 스트레스, 역할 모호성, 직무특성(예: 성

시경·이재완, 2019; Caillier, 2010) 등이 있고, 조직 특성과 관련되는 영향

요인으로는 지식공유, 전수자와의 상호신뢰관계(예: 강여진, 2011)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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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특성, 직무적 특성, 조직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영향요인

업무 수행 시 조직구성원의 행태, 성향, 성격 등은 업무성과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Tracey & Tews, 2007). 따라서 공공조직이든 민간조

직이든 고용 결정을 할 때는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게 된

다.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근주(2005)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를 비교하고, 공공봉사동기가 업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부문 종사자들보다 공공부문 종사

자들에게 더 높은 공공봉사동기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공공봉사동기는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철(2011)은 공

무원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업무 스트레스, 동기가 업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은 업무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쳤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동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무적 특성과 관련된 영향요인

직무특성이론에 따르면 직무의 특성에 따라 동기부여, 조직성과 등이

달라질 수 있다(Hackman and Oldham, 1975; Mathieu and Zajac, 1990).

따라서 업무성과 역시 직무특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직무특성은 직원들

이 업무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직결되는 요소를 의미하는데(Caillier,

2010),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성시경·이재완(2019)은 중앙정부 및 광

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자율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잡크래프팅(job crafting)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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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자율성은 업무성과와 정(+)의 관계를 지니고, 잡크래프팅의 하위 변

수들인 과업경계변화, 인식경계변화, 관계경화변화도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경계변화는 직무자율성과 업

무성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였으나 관계경계변화는 부정

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직 특성과 관련된 영향요인

조직의 구조나 규모, 분위기 등과 같은 조직 특성은 조직구성원의 동

기부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업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심익섭·강구

덕, 2015).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강여진(2005)은 공공기관 구성원

들의 지식공유 영향요인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부처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 보상제도, 최고 관리

자의 지원과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지식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수자와의 상호신뢰 관계는 지식공유와 업무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지식공유 역시 업무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성·황순옥·한상일(2013)은

춘천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이 직원들의 만족도

와 효능감, 업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연근무제의 인지도와 긍정적 기대, 충실한 이행 여부가 직원들의 만족

도와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종합적으로 고려된 영향요인

개인적 특성, 직무적 특성, 조직적 특성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임동진

(2009)은 중앙행정기관 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류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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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 활동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환경적

환류 요인과 개인적 환류 요인이 환류 활동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

만, 업무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류 활동이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

무원들이 환류 활동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aillier(2010)

는 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환경적 특성, 직무적 특성, 개인적 특

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역할 모호성은 업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업무 기여도와 충분한 자금,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은 업

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아·문광민(2020)

은 외재적 동기(보수 및 보상, 승진, 공직 인식, 직무특성)와 내재적 동기

(직무만족), 사회화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봉사동기의 매개 효

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봉사동기가 외재적 보상과 관

련하여 정(+)의 관계를 지니고, 외재적 동기 요인들 대부분이 공공봉사

동기를 매개로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성과의 영향요인

(독립변수)

성과의 측정방식

(종속변수)

조절효과요인

(조절변수)

강여진

(2005)

지식공유(+),

전수자와의

상호신뢰관계(+)

업무성과에 대한

주관적 지표
-

이근주

(2005)
공공봉사동기(+)

자기 평정방식을

통한 주관적 지표
-

임동진

(2009)
환류 활동(+)

개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주관적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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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llier

(2010)

역할 모호성(-),

업무 기여도(+),

충분한 자금(+),

자금의 효율적

사용(+)

상급자의 성과평가,

개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주관적 지표

김문성·

박성철

(2011)

자기효능감(+)
개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주관적 지표
-

황순옥·

한상일

(2013)

유연근무제의

인지도(+), 긍정적

기대(+), 충실한 이행

여부(+)

만족도

-

효능감

김보은

(2019)

여성 근로자의

비율(+)
매출액

-

여성 관리자의

비율(-)
내부청렴도

성시경·

이재완

(2019)

직무자율성(+),

과업경계변화(+),

인식경계변화(+),

관계경화변화(+)

개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주관적 지표

인식경계변화

(+),

관계경화변화

(-)

김진아·

문광민

(2020)

외재적 동기 요인(+)

(*공공봉사동기를

매개함)

개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주관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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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목표모호성에 대한 논의

1. 목표모호성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1) 조직 목표모호성(organizational goal ambiguity)의 정의

조직의 목표모호성(organizational goal ambiguity)은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조직목표가 조직이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나타낼 때 그에 대한 경쟁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

는 정도(the level of the leeway for competing interpretations)를 의미

한다(Chun & Rainey, 2005b). 즉, 어떠한 조직의 목표가 다수의 상이한

관점에서 해석될 때 그 조직의 목표는 모호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목표(organizational goal)는 개인행태와 조직행태를 올바

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Rainey, 2003; Stazyk & Goerdel,

2011). 이는 조직의 목표가 조직에서 의도하는 현재나 미래 상태를 나타

내고 그 방향으로 조직의 행태를 조정하기 때문이다(Thompson, 1967;

Rainey & Steinbauer, 1999; Pandey & Rainey, 2006; Stazyk &

Goerdel, 2011). 따라서 조직목표가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되는가는 조직

의 성과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tazyk & Goerdel, 2011).

목표모호성은 민간조직보다 공공조직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행정학과 정치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목표모호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공공조직과 민간조

직 간의 목표모호성 차이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Rainey, 1983; Lan &

Rainey, 1992; Rainey, Pandey & Bozeman, 1995; Bozeman & Kingsley,

1998; 전영한, 2004a). 이에 Chun & Rainey(2005a, 2005b)는 기존 목표

모호성 연구들의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고 목표모호성의 네 가지 하위

차원을 제시함으로써 목표모호성 연구를 발전시켰다.

Chun & Rainey(2005a, 2005b)가 제시한 목표모호성의 네 가지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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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은 사명이해 모호성(mission comprehension ambiguity), 지시적 모

호성(directive ambiguity), 평가적 모호성(evaluative ambiguity), 우선순

위 모호성(priority ambiguity)이다. 우선 사명이해 모호성은 조직의 사명

(mission)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 해석을 가능하

게 하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지시적 모호성은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경쟁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를

말한다. 셋째, 평가적 모호성은 조직의 목표와 관련된 임무 달성을 평가

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를 말한다. 마지막으

로 우선순위 모호성은 다양한 목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Chun & Rainey(2005a, 2005b)의 연구에 따라 목표모

호성을 ‘구성된 조직목표가 조직이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나타낼

때 그에 대한 경쟁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은 목표의 구체성과 난이도에 따라

직무성과가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목표가 추상적

이고 쉬울수록 낮은 직무성과가 나타나게 되고, 목표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정도로 어려울수록 높은 직무성과가 나타나게 된다(Locke &

Latham, 2006). Locke & Latham(2006)은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사

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끈기와 노력을 가지게 하고, 목표와 관련 없는 행

동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목표와 관련된 업무에만 집중하게 한다고 주장

하였다. 마찬가지로 목표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도록 사

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직무성과를 높여준다. 따라서 설정된 목

표는 개인의 업무수행행태를 조정하고, 조직성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이는 곧 성과평가로 이어져 다시 개인의 동기부여로 환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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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설정이론은 목표설정이 조직구성원들의 강력한 동기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Lunenburg(2011)는 관리자가 목표설정

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실

질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Newstrom, 2011; Greemberg, 2011;

DuBrin, 2012). 첫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조직구성원은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한다. 둘째, 목표는 어렵

지만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능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제시되면 조직구성원은 이를 불합리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므로 오히

려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조직구성원들이 목표

설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목표를 단순히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조직구

성원의 헌신을 끌어낼 수 없다. 넷째, 목표 달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야 한다. 피드백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

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개선해야 할 점을 알려준다. 다섯째, 목표

는 성과평가에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여섯째, 마감기한은 목표의 효과

를 강화시킨다. 마감기한이 다가올수록 조직구성원은 노력을 더 많이 기

울이게 된다. 일곱째, 학습목표지향적(learning goal orientation)인 사람

은 수행목표지향적(performance goal orientation)인 사람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학습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함으로

써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원하지만, 수행목표지향적인 사람은 타인의

칭찬이나 호의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는 것을 원하기 때

문이다. 여덟째, 조직의 목표설정은 개인의 목표설정만큼 중요하다. 특히

조직구성원 개인의 목표와 조직목표가 합치되었을 때 각각의 목표설정이

주는 효과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정된 목표는 조직구성원의 동기

유발을 끌어내 높은 조직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2. 목표모호성에 대한 선행연구

목표모호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조직적 수준, 개인적 수준, 정책

사업수준에서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목표모호성이 공공조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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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실이었는데, 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했다. 그러나 Chun & Rainey(2005a, 2005b)가 목표모호성의

세부지표를 개발하여 측정하였고, 후속연구들은 이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목표모호성이 조직, 개인, 정책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하였

다.

목표모호성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목표모호성이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예: 허성욱, 2016; 박정호, 2018; 김국진·강지

선, 2019; 송성화, 2020; 박소희·박세웅, 2021). 이는 목표모호성이 조직몰

입이나 혁신행동과 같은 개인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인데, 개인의 행태변화를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

면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행태변화를 통

해 업무성과를 높이고 조직의 성과를 높임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추구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목표모호성이 업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목표모호성과 개인의 업무성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목표모호성이

개인의 업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를 조절하는 요

인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직적 수준에서의 연구

Chun & Rainey(2005a, 2005b)는 115개의 미국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목표모호성의 네 가지 차원인 사명이해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을 제시함으로써 목표모호성을 측정하는 데 성

공하였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목표모호성의 네 가지

하위차원이 관리 유효성(managerial effectiveness), 고객 서비스 지향성

(customer service orientation), 생산성(productivity) 및 작업품질(work

quality)이라는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은 관리 유효성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적 모호성과 지시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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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의 경우 모든 성과 지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

서, 목표모호성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켜주었다. 권오영(2015)은

모니터링과 정치적 현저성, 목표모호성이 한국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성

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모니터링 요인

중에서는 국정감사지적수가 정부기관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정치적 현저성 요인 중에서는 대통령의 관심도가 정부기관의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모호성의 경우 우선순위 모

호성과 평가적 모호성은 정부성과에 부(-)의 영향을, 지시적 모호성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적 수준에서의 연구

김서용·김선희(2015)는 모호성을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 업무모

호성(task ambiguity), 목표모호성(goal ambiguity)의 세 가지 하위개념

으로 구분하고 조직 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을 직무만족, 조

직몰입, 직무몰입, 성과지향성, 스트레스, 이직 의사의 여섯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모호성이 조직 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목표모호성이 조직 효과성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목표모호성과 업무모호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몰입, 성과지향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역

할모호성은 스트레스와 이직 의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공봉사동기는 모호성과 부(-)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단, 모호성과 조직 효과성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가 유의미한 조

절효과를 가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욱(2016)은 공공조

직의 목표모호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조직문화격차에 대한 인식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목표모호성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문화격차에 대한 인식은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

게 상승된 조직문화격차에 대한 인식은 다시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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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며, 특히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은 완전매개로, 규범적

(normative commitment)·지속적 몰입(continuous commitment)은 부분

매개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호(2018)는 중앙부

처와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명확성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임파워먼트(psychological empowerment)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목표명확성은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목표명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개인이 가지는 심

리적 임파워먼트는 목표 명확성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은(2018)은 공공조직의 행정 리더십

행태(administrative leadership)의 다섯 가지 차원(지시형 리더십 행태,

지원형 리더십 행태, 참여형 리더십 행태, 위임형 리더십 행태, 비전 제

시형 리더십 행태)이 조직구성원의 행태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목표모호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행정 리더십

행태가 조직구성원의 행태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목표모호성

의 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시형 리더

십 행태의 경우 목표모호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에 대한 긍정적

인 영향이 줄어들다가 목표모호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오히

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전 제시형 리더십

행태도 목표모호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점차 줄어들다가 목표모호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오히려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임형 리더십 행태는 오

히려 목표모호성이 높을 경우에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국진·강지선(2019)은 직무자율성과 목

표명확성이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자와 비관리자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5급 이하의 비관리자들에게는

직무자율성과 목표명확성이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4급

이상의 관리자들에게는 직무자율성과 목표명확성이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다연·조윤직(2019)은 공공조직의

목표명확성이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업무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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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피드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의 목표

명확성 인식은 개인의 업무몰입, 업무성과, 조직시민행동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자율성은 업무몰입과 조직시

민행동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지니고, 상사피드백은 업무성과에 유의미

한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성화(2020)는 목표모호성을

전영한(2004a), Chun and Rainey(2005a)의 해석에 따라 사명이해 모호

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으로 구분하고 목표

모호성의 하위차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관료제 조직구조의 매개

효과와 관리적 직위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목표모호성이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목표모호성의 하위차

원에 따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료

제 조직구조 중에서 공식화는 목표모호성과 조직몰입의 부(-)의 관계를

완화시키고, 관리적 지위에 따라 목표모호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아냈다. 박소희·박세웅(2021)은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이 직무특성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업무자율성과 성과

에 대한 피드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목표모호

성이 업무자율성과 성과 피드백을 부분매개로 혁신행동에 직·간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모호성이 높을수록 업

무자율성과 성과 피드백이 낮아지고 이는 개인의 혁신행동에 부(-)의 영

향을 줄뿐만 아니라 목표모호성이 높다는 그 자체로도 개인의 혁신행동

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정책사업 수준에서의 연구

Jung & Raieny(2011)는 미국 연방정부 관리예산처의 데이터인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PART)를 사용하여 목표모호성을 프

로그램 평가적 목표모호성(program evaluation goal ambiguity), 시간 지

정 목표모호성(time-specification goal ambiguity), 대상집단 목표모호성

(target-specification goal ambiguity)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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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연방기관의 조직 목표모호성과 공공봉사동기의

유사개념인 공공의무동기(public duty motivation)와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평가적 목표모호성과 시간 지정 목표모호성이

공공의무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공공의무동기는 조직목표 및 직

무에 대한 헌신, 중요성, 특수성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권태욱·전영한(2015)은 모호성이 정책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적 재량(managerial discretion)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정책사업에서도 사업목표의 모호성이 사업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적 재량이 부여된 재

정사업의 경우 이러한 부(-)의 효과를 완충해주는 조절효과의 기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호성 중에서도 우선순위 모호성과 평가적

모호성이 사업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관리적 재량이 부여될

경우 완충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관리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표 2-2] 목표모호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연구결과
목표모호성의

하위차원
측정수준

Chun

&

Rainey

(2005a,

2005b)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

성, 우선순위 모호성이 관리

유효성에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아냄. 특히 평가

적 모호성과 지시적 모호성

의 경우 모든 성과 지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냄.

사명이해 모호성

조직수준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권오영

(2015)

일부 모니터링과 정치적 현

저성의 경우 정부기관의 성

과를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침. 목표모호성의 경

지시적 모호성
조직수준

평가적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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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선순위 모호성과 평가

적 모호성은 정부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지시적 모호

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

우선순위 모호성

김서용·

김선희

(2015)

모호성이 증가할수록 조직효

과성은 떨어짐. 목표모호성과

업무모호성은 직무만족, 조직

몰입, 직무몰입, 성과지향성

에 영향을 미치고, 역할모호

성은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침. 공공봉사동기는

모호성과 부(-)의 상관관계를

지니며, 모호성과 조직효과성

사이에서의 조절효과 기능은

수행하지 않음.

단일차원 개인수준

허성욱

(2016)

목표모호성과 조직문화 격차

는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조직문화 격차

는 목표모호성과 정서적 몰

입을 완전 매개하고 규범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은 부분

적으로 매개함.

단일차원 개인수준

박정호

(2018)

조직목표의 명확성과 개인의

기여방법이 공공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목표가 명확한 상태에서 개

인에게 부여되는 심리적 임

파워먼트는 이러한 영향을

더욱 크게 만들어줌.

단일차원 개인수준

이경은 행정 리더십 행태가 조직구 사명이해 모호성 개인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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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성원의 행태 및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

과는 목표모호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김국진·

강지선

(2019)

5급 이하의 비관리자들에게

는 직무자율성과 목표명확성

이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4급

이상의 관리자들에게는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단일차원 개인수준

양다연·

조윤직

(2019)

개인의 목표명확성 인식은

업무몰입, 업무성과, 조직시

민행동 인식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업무자율성과

상사피드백은 이러한 영향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지님.

단일차원 개인수준

송성화

(2020)

목표모호성이 조직몰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하위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남. 특히 사명이해 모호성

과 지시적 모호성은 관료제

조직구조의 매개를 통한 매

개효과가 확인됨. 또한 관리

적 지위에 따라서도 목표모

호성의 하위차원이 조직몰입

에 주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

을 발견함.

사명이해 모호성

개인수준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박소희·

박세웅

(2021)

목표모호성이 혁신행동에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업무자율성과 성과피

드백이 부분매개효과를 지니

사명이해 모호성

개인수준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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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아냄. 우선순위 모호성

Jung

&

Raieny

(2011)

평가적 목표모호성과 시간

지정 목표모호성이 공공의무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조직 목표 및 직무에

대한 헌신, 중요성, 특수성과

공공의무동기가 긍정적인 관

계를 지닌다는 것을 알아냄.

프로그램 평가적

모호성

정책사업

수준

시간 지정 모호

성

대상집단 모호성

권태욱·

전영한

(2015)

우리나라의 정책사업의 목표

모오성이 사업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관리적

재량이 이러한 부정적인 효

과를 완충해주는 기능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

사명이해 모호성

정책사업

수준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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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능력발전 및 기회부여에 대한 논의

1. 능력발전 및 기회부여의 이론적 논의

1)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전략이란 조직이 구성원의 임무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Tichy, 1981). 전략에 대해 Tyson(1997)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

징을 서술하였다. 첫째, 전략은 변화를 지향하는 미래 지향적 행동에 대

한 것이다. 둘째, 전략은 행동과 실천이 함께 따라야 이루어진다. 셋째,

전략은 유연성을 가진다. 넷째, 전략은 관리 프로세스에 의해 조절된다.

이러한 전략의 특성을 가지고 등장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는 미시적 관점에서 각각의 인

적자원관리 방식을 나누어 살펴보던 전통적 인적자원관리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거시적 관점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의미한

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

로 조화로운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Wright &

McMahan, 1992; Anthony. et. al., 1999; 김연희, 2016).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전통적 인사관리 및 인적자원관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전통적 인사관리는 과학적 관리론에 근거하여

등장하였는데,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으므로 인사관리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바

라보았다(허정수·윤영숙, 2009). 그러나 전통적 인사관리로는 구성원들의

능력을 끌어내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한 반

성으로 인적자원관리가 등장하게 된다. 인적자원관리는 조직구성원을 인

적자원(human resource)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능력 개발을 통해 조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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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

관리보다 더 통합적이고 조직의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Armstrong, 2019). 첫째, 인적자원(human resource)은 조직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며 경쟁 우위의 확보를 시켜준다. 둘째, 인적자원관리는 조

직의 목표 및 성과 달성과 연관되어야 한다. 셋째, 인적자원관리의 모든

측면 즉, 교육, 훈련, 경력개발, 보상 등이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자기개발, 교

육훈련, 경력개발의 인적자원관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2) AMO Model의 개념

AMO(Ability-Motivation-Opportunity) Model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를 연구할 때 쓰이는 가장 보편적인 분석방법으로, 인적자원의 구성요소

를 역량증진(Ability), 동기부여(Motivation), 기회증진(Opportunity)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다. 세 가지 영역은 각각 지식, 기

술, 태도 등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제도, 능력을 활용하도록 동기부여를

시키는 제도,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발전하게 된다

(Applebaum et al., 2000; Macky & Boxall, 2007; 서인석·김우영, 2009).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들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여 개별 제도보다 더

높은 효과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MacDuffie, 1995; 서인석·

김우영, 2009).

본 연구에서는 AMO Modal에 따라 역량증진, 동기부여, 기회증진이

업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표모호성은 조

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동기부여(M)의 관점으로 바

라볼 수 있다. 자기개발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

므로 역량증진(A),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제도를 통해 교육훈련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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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력개발제도를 통해 업무 경험의 기회를 얻게 되므로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은 기회증진(O)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목표모호성을 동기부여, 자기개발을 역량증진, 교육훈련과 경력개발

제도를 기회증진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업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자기개발에 대한 논의

1) 자기개발의 개념

자기개발(self development)이란 자신의 능력과 적성, 특성 등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강점은 더욱 강화하도록, 약점은 보완되도록 관

리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한국산업

인력공단(2015)은 자기개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자

기개발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이는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개발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자기개발은 단기적

인 과정이 아닌 장기적인 과정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능

력을 향상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셋째, 자기개발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는 직업을 갖기 위한 탐색 기

간부터 준비 기간, 취직한 이후로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자기개발이 이

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자기개발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기개발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계

획을 수립하고, 자신을 관리하며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개발은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훈련과는 구분된다. 다섯째, 자기개발은 더 나은 삶

을 영위하도록 해준다. 자기개발은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해줌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

기 쉽도록 도와준다. 여섯째, 자기개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마다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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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한 자기개발의 개념에 따라

자기개발을 ‘업무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강점 및 약점을 강화·보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자기개발에 대한 선행연구

자기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하

나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많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기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교사, 경찰, 군인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예: 이황우 외, 2007; 정덕영, 2007; 이유미·안지혜, 2020). 이전

에는 공무원을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존재로 바라보고 공무원의 자기개

발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공무원 역시 공공봉사동기와 직업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의

자기개발에 관한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다른 하나는 자기개발의 효과성을 보는 연구에 비해 자기개발의 영

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더 많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개발의 영향요인

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자기개발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능력을

고무시킴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기개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자기개발이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목표모호성과 업무

성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자기개발 효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자기개발 효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들

수 있다. 박춘광·전희원(2010)은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이 자기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내용요인과 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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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전문적영역 자기개발과 개인적영역 자기개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희·이선미(2016)는 교사 효능감이 자기개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

효능감은 자기개발 욕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오직·김주일·윤동열·송웅범(2019)은 다면역량평가가 자기개발 동기에 미

치는 영향을 A공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면역량평가의

특성 중 평가지표 타당성, 평가집단 구성 적절성, 피드백 적절성, 평가결

과 활용도, 평가결과 수용성이 자기개발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미·안지혜(2020)는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임파워먼

트와 보수 및 승진에 대한 인식이 자기개발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임파워먼트, 보수 및 승진 모두 자기개발 욕구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에서 임파워먼트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자기개발 효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연구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박춘광·

전희원

(2010)

호텔

종사원

교육내용요인(+),

교육강사요인(+)
전문적영역 자기개발

교육내용요인(+),

교육강사요인(+)
개인적영역 자기개발

이소희·

이선미

(2016)

보육교사 교사 효능감(+) 자기개발 욕구

권오직·

김주일·

윤동열·

송웅범

A공단

다면역량평가의

평가집단 구성

적절성(+), 피드백

적절성(+), 평가결과

자기개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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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개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자기개발의 효과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들

수 있다. 박춘광·전희원(2010)은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자기개발이 경력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적 영역 자기개

발과 개인적 영역 자기개발은 모두 경력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수(2014)는 육군조직을 대상으로 자기개발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개발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조직 효과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민(2017)은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대상

으로 자기개발 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약의 조절 효과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개발 동기 중에서 내재적 동기와 외

재적 동기, 동일시 동기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은 각각 외재적 동

기와 조직몰입의 관계, 동일시 동기와 조직몰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4] 자기개발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019)
활용도(+), 평가결과

수용성(+)

이유미·

안지혜

(2020)

유아

교사

임파워먼트(+),

보수(+),

승진(+)

자기개발 욕구

연구자 연구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박춘광·

전희원

(2010)

호텔

종사원
자기개발(+) 경력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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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에 대한 논의

1) 교육훈련의 개념

교육훈련(education and training)2)이란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식, 기술, 가치관, 태

도 등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계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이달곤 외, 2015).

즉, 교육훈련은 사회 혹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갖추기

위해 개인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의도적이고 지속

적인 활동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천대윤, 2003). 인적자원(human

resource)의 관리와 개발이 성과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 이후로, 교육훈련

에 대한 조직의 관심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도

공무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시

행하고 있는데(김민영 외, 2018),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조에는 공무원

교육 훈련이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공무

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다.

2) 교육훈련을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교육훈련(education and training)의 통합적인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오

늘날에는 교육훈련을 거의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혼용해

서 사용하도록 한다.

이민수

(2014)
육군조직

자기개발(+)

(*자기효능감

을 매개함)

조직효과성

(정서적 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

이종민

(2017)

항공사

객실

승무원

내재적동기(+),

동일시동기(+),

외재적동기(+)

조직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내재적 제약

구조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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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많은 선행연구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달곤 외

(2015)는 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인사제도와의

관계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교육 훈련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마

음가짐을 고양하게 하고 근무 의욕을 상승시켜준다. 이는 공무원의 자기

발전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어지기도 한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교육 훈련은 공무원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 셋째, 인사제도와의 관계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교육 및 훈련

에 대한 평가자료는 승진 등과 같은 인사제도에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천대윤(2003)의 연구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조를 참고

하여, 교육훈련의 의미를 ‘공직자로서의 태도, 역량 등을 갖추도록 개인

행태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과 과정’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현황

인사혁신처(2021)에 명시된 공무원 인사제도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

라의 공무원 교육훈련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자기개발·기타교육으로 이

루어져 있다. 기본교육은 직급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공

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7급부터 9급까지는

신규실무자과정의 교육을 받게 되고, 5급부터 6급까지는 신규관리자과정

의 교육을 받게 된다. 4급의 경우 신임과장과정과 과장후보자과정의 교

육을 받게 되는데 과장급 이하의 4급일 경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의

교육을 받게 된다. 고위공무원은 고위정책과정과 신임국장과정의 기본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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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우리나라 공무원의 기본교육 내용

직급 기본교육

고위공무원 고위정책과정, 신임국장과정

4급(과장급 이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4급 신임과장과정, 과장후보자과정

5급 신규관리자과정

(신임 및 승진과정)6급

7급 신규실무자과정

(신임 및 승진과정)8급

9급 신규실무자과정

자료: 인사혁신처(2021)

전문교육은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직무특성과 인력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교육,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혹은 위탁 교육 형태로 실시된다. 자기개발·

기타교육에는 국정운영방향 등의 국정교육과 직무 관련 개인학습이 해당

되는데, 교육훈련기관 집합 교육이 아니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개인의 학

습 및 연구, 기관 내 워크숍 참여 등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공

무원의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유발을 끌어낸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훈련은 상시학습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

식기반·평생학습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의 학습 조직화

(learning organization)를 통해 정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2007년부터는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고 있다.

3) 교육훈련에 대한 선행연구

(1)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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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윤(2003)은 공무원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

육공학관점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무원 교육훈련이 매우

나쁜 상태인 것은 아니었지만,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 교육훈련기관, 교육

훈련에 임하는 공무원 모두가 교육훈련에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인근(2003)은 지방

분권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방향을 모색하고, 적절한

교육훈련의 모형을 정립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권용수(2006)는 역량기반 교육훈련

(competency-based curriculum)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역량기반 교육훈련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역량기반의 통합적 인적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역량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조직발전을 위한 역량개발에 대해 조직구성

원들의 관심과 참여의 확대가 있어야만 한다. 이현영(2010)은 5급 승진

과정 교육생인 승진사무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필요역량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수준 인식 차이를 비교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방향에 대해 모색하

였다. 연구 결과 승진사무관들은 5급 공무원의 필요역량 중 보고서 작성,

업무계획 수립, 전문성 확보, 효과적 의사전달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였

다. 반면에 수행수준은 전문성 확보, 업무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이견조

율 순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요도와 수행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박종득(2012)은 공무원 교육

훈련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 운영시스템이 가

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분석되었고, Acting Learning 교육프로그램과 교

육훈련기관 예산확충, 교육훈련과 인사제도 연계, 교수요원 확보 등이 중

요한 개선점으로 나타났다. 류영아(2013)는 지방공무원의 상시학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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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여 상시학습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무

원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제도 개선에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제도의 개선을 위해 ‘의무이수시간

조정’,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상시학습제도 인정범위 확대’, ‘상시학습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즉, 상시학습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무이수시간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종류를 늘려야 하며, 상시학습으로 인정되는 교육의 수를 늘리고, 교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호(2020)는 포

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무원 교육훈련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 방향

성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인재개발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때

문에 이에 맞추어 교육방식, 교육운영 담당자, 학습자의 인식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

천대윤

(2003)

정부당국, 교육훈련기관, 공무원 모두가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함.

한인근

(2003)

지방공무원 교육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전략적 관점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함. 또한 교

육예산은 공무원교육원이 아닌 각 행정기관에 배정

하고, 인사담당기관은 교육기관 네트워크의 관리를

담당해야 함. 그 외에도 별도의 윤리 교육을 실시하

고 직장훈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교육의 중심역할로 자리잡아야 함.

권용수

(2006)

역량기반의 통합적 인적자원관리체계의 구축, 역량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의 확

충, 역량개발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우선적으로, 부처별 역량진단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과 지원 인프라의 확충 등이 필요함.

이현영 역량기반 공무원에게 사전역량진단을 통해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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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효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고승희·류상일(2008)은 지방공무원 사이버 교육훈련의 학습효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충청남도 공무원의 인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연령과 급수, 교수와 학습자 간 커뮤니티, 교육 구성 컨텐

츠가 사이버 교육훈련의 학습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임준형·정진호(2008)는 혁신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8

개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조직 내 교육지식의 활용기회, 조직구성원의 교육훈련동기, 교육활동 참

여도가 혁신교육에 의한 공무원 행태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2010)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직렬별 필요역량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또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업적용도 평가

를 실시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여야 함.

박종득

(2012)

교육훈련 운영시스템의 확보가 중요하고, Acting

Learning 교육프로그램과 교육훈련기관 예산의 확

충, 교육훈련과 인사제도 연계, 교수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류영아

(2013)

지방공무원의 상시학습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의무이수시간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프로그램과 교

육의 수를 늘리고, 교육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변화

가 필요함.

박정호

(2020)

교육훈련을 중앙집권의 형태가 아닌 교육기관이 담

당해야 하고, 교육훈련 담당자의 인력 확보와 관련

직무를 세부적으로 설정해야만 함. 또한 상시학습제

도의 가이드라인 개발, 학습실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학습참여자의 동기부여 방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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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강여진·정재화(2010)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이버교육훈련의 학습 및 전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요인들을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피훈련자의 개인적 특성요인(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경력계획), 교육훈련설계요인(교육훈련내용의 유용성, 강사와

피훈련자간 상호작용), 조직환경요인(상사지원, 동료지원, 조직지원)이 공

무원 사이버교육훈련의 학습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류현숙·이혜윤(2011)은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반응성과, 학

습성과, 전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갈등조정·협상 교육프로

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반

응성과에는 교육방식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학습성과에는 커리큘럼

이, 전이성과에는 강사 및 교육방식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반응성과에는 강사의 전문성, 교육방식의 적절성, 만

족도가 정(+)의 영향을 미쳤고, 학습성과에는 반응성과, 교육방식이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이성과에는 교육방

식과 강사자질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현·이창한

(2016)은 교육훈련만족도의 영향요인을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강사자질, 상사지원, 동료지원

이 교육훈련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모·손

화정(2016)은 교육훈련 전이효과(전체 전이효과, 업무 전이효과, 태도 전

이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신규공무원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전이효과에는 공무원의 가치와 관계

측면의 기대, 교육과정 설계 시 교과목과 수요자 요구반영이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전이효과에는 공무원의 지식과 능력

측면의 기대, 교육과정 설계 시 교과목과 수요자 요구반영은 정(+)의 영

향을 미쳤고, 입교당시신분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태도 전이효과에는 교욱환경 및 시설, 교육과정 설계 시 교

과목과 수요자 요구반영은 정(+)의 영향을 미쳤고, 행정직군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영·이효주·유정모·박성민(2018)은

교육훈련이 개인 및 조직 차원의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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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의

역량증진, 동기부여, 기회제공이 개인 및 조직 차원의 전이효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역량, 동기, 기

회증진과 전이효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민철·황태연·이명석(2018)은 공무원 교육훈련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신임관리자과정의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자료·매체의 만족과 교수자 만족은 학습자의 자

기효능감과 전이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의 전이동기와 교육자료·매체의 만족은 학습자의 교육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교육훈련 효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연구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고승희·

류상일

(2008)

충청남도

공무원

연령(+),

급수(+),

교수와 학습자 간

커뮤니티(+),

교육 구성 컨텐츠(+)

사이버

교육훈련의

학습효과

임준형·

정진호

(2008)

8개 중앙부처

혁신리더십(+) 혁신교육동기

혁신리더십(+) 교육참여도

혁신리더십(+)
교육지식

활용기회

교육참여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혁신교육동기(+),

혁신리더십(+),

교육지식 활용기회(+)

혁신교육

효과성

강여진·

정재화
서울시 공무원

개인적

특성요인

자기효능감(+)
사이버

교육훈련의자기조절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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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학습효과

학습동기(+)

경력계획(+)

교육훈련

설계요인

교육훈련내용

유용성(+)

강사와

피훈련자 간의

상호작용(+)

조직환경

요인

상사지원(+)

동료지원(+)

조직지원(+)

류현숙·

이혜윤

(2011)

갈등조정·협상

교육프로그램

에 참가한

공무원

교육방식(+),

강사의 전문성(+)
반응성과

커리큘럼(+),

반응성과(+),

교육방식(+)

학습성과

강사 및 교육방식(+) 전이성과

이승모·

손화정

(2016)

지방자치단체

신규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기대(+)

(가치와 관계 측면)
전체

전이효과교육과정 설계 시

교과목과 수요자

요구반영(+)

교육훈련에 대한 기대(+)

(지식과 능력 측면)
업무

전이효과교육과정 설계 시

교과목과 수요자

요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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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용진·채창균(2009)은 기업 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를 보기 위해,

경영성과를 생산성 및 수익성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

입교당시신분(-)

(7·8급 승진이후)

수료이후기간(-)

교육과정 설계 시

교과목과 수요자

요구반영(+)
태도

전이효과
교육환경 및 시설(+)

행정직군(-)

윤성현·

이창한

(2016)

해양경찰

공무원

개인적

특성

자기효능감(+)

교육훈련

만족도

학습동기(+)

교육환경

요인

강사자질(+)

상사지원(+)

동료지원(+)

김민영·

이효주·

유정모·

박성민

(2018)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

신임관리자

역량증진(+),

동기부여(+),

기회제공(+)

개인차원

전이효과

조직차원

전이효과

홍민철·

황태연·

이명석

(2018)

신임관리자과

정 5급 공채

피교육자

교수자 만족도(+),

교육자료·매체 만족도(+)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교수자 만족도(+),

교육자료·매체 만족도(+)

학습자의

전이동기

학습자의 전이동기(+),

교육자료·매체 만족도(+)

학습자의

교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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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이 생산성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수익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나인강(2012)은 교육훈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훈련전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이 교육훈련전이와

조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훈련전

이는 직무능력, 동기부여, 이직방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

로써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삼·김상봉

(2012)은 공공조직의 교육훈련제도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운영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그중에서도

교육필요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내용이

직무와 연계되어 활용되는 교육활용 역시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귀희(2013)는 교육훈련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이 인적

자본, 조직몰입,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재·이현철·차용진(2015)은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훈련이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지 Kirkpatrick 모형을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을 통한 학습은 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이는 업무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나림·정홍열(2017)은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 투자는 직무수행능력, 근로의

욕, 노동생산성, 기업이미지, 이직방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교육훈련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교육훈련의 측정방식

노용진·

채창균

(2009)

교육훈련(+) 1인당 생산성 1인당 교육훈련비

김민경· 교육훈련(+) 교육훈련전이, 교육훈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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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강

(2012)

기업성과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훈련방법들의 합),

1인당 교육훈련비

교육훈련전이

(+)

직무능력,

동기부여,

이직방지,

기업성과

신영삼·

김상봉

(2012)

교육운영(+),

교육내용(+),

교육활용(+)

직무성과

교육운영

(교육필요성,

직속상관의 관심과

지원,

교육환경 및 시설,

강사의 질적 수준,

교육내용,

피교육자 역량수준,

피교육자 교육준비)

교육활용

(교육과 연관된 업무,

직무수행분야와 연계)

배귀희

(2013)

교육훈련

(*인적자본,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매개)

조직성과

교육훈련과 직무관련성

교육훈련강사능력

교육훈련 교수방법

이홍재·

이현철·

차용진

(2015)

교육훈련학습

(+)

행태 및

업무성과

반응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교육강사 만족도,

교육시간 만족도,

교육시설 만족도)

학습

(교육후 이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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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개발에 대한 논의

1) 경력개발의 개념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은 경력(career)과 개발(development)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로, 경력개발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경력개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최순영,

2013). 경력은 인간이 직업을 가진 이후로 얻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경

험을 의미한다(Hall, 1976; 김흥국, 2000). 따라서 경력개발에는 개인의

경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장원섭, 2011;

김정희·박시남, 2018). 경력개발은 교육훈련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힘든데,

경력개발이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함께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김정희·박시남, 201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력개발은 조직이 개인의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조직화 된 학습 경험을

의미하며, 개인에게 필요한 경력설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adler & Nadler, 1989; 김정희·박시남, 2018).

교육후 지식 습득,

교육후 학습정도,

교육후 규정이해정도,

교육후 중요성에 대한

인지향상)

행동

(교육내용 실천 정도,

교육내용 준수 정도)

이나림·

정홍열

(2017)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경영성과 1인당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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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개발제도의 개념

경력개발제도(CDP)는 조직구성원의 성장 욕구와 조직의 인적 자원개

발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 욕구가 결합한 제도이다(임헌만, 2009). 즉, 개

인이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직적 차원에서 경로를 설계해줌으로써

개인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조직의 효과

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경력개발은 원래 민간부문에

서 활발히 논의되던 개념이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

한 행정개혁이 발생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경력개발의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행정의 전문성

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공무원의 순환보직 제도가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사

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남궁

근·류임철·이종수, 2004; 임헌만, 2009).

경력개발제도는 경력개발을 위한 제도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종수

(2002)는 경력개발제도를 경력목표(career goal)와 경력경로(career path)

로 구성된 결합물로 파악한다. 즉, 개인이 설정한 경력목표와 조직이 설

정한 경력경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제도라는 것이다. 홍혜승·류은영

(2020) 역시 경력개발을 개인 차원의 경력계획과 조직 차원의 경력관리

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종수(2002)와

홍혜승·류은영(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경력개발제도를 ‘조직구성원의

경력목표와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설정된 조직의 경력경로가 결합된 제

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3) 경력개발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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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개발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수(2002)는 경력개발제도의 의미를 한국의 행정 관점에서 정의하

고, 경력개발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력개발제도가 한국 공무원

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체계의 개선, 적용 대상 및 단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무현·조창현(2007)은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력개발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공

무원들의 경력단절 문제가 존재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공

무원들에게 특화된 경력개발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임헌만(2009)은 2007년 정부혁신위원회가 각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개발제도에 관한 인식조사를 통해 경력개발제도의 발전방향

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공무원들은 경력개발제도의 도입목적을 역량

강화, 인사관리, 행정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인식하였다. 경력개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용부서의 편향성과 전문성 인증기준의 부재를 지적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선호 직위에 인센티브 제공, 적극적 홍보와 교

육, 부처별로 차별화된 전략 등 경력개발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순영(2013)은 경력개발제도를 보직경로설계로 한정하여, 기존 경력개

발제도의 문제점과 성과를 규명하고 경력개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

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도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2-9] 경력개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경력개발제도의 개선방안

이종수

(2002)

경력개발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호/비선호 직위

간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 직무의 양을

조정하거나, 비선호 직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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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개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문재승·최석봉(2012)은 경력관리행동, 조직경력개발지원, 경력성과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력관리행동, 경력개

발지원, 경력만족, 연봉은 근로자의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속적 몰입에는 경력개발지원과 연봉이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은·윤동열·김성훈(2019)은 공

공기관 구성원의 경력개발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상사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력

개발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몰입은 경력개발과 이직의도의 관계

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이 주도한 경력계획보다 조

직이 주도한 경력관리가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면서, 민간조직과 마찬가지로 공공조직에서도 조직 차원에서

야 함. 또한 경력개발제도의 적용 대상 및 단계의

적용을 조정해야 하고, 행정직과 기술직을 나누어

경력경로를 설정해야 함.

최무현·조창현

(2007)

여성 공무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특화된 경력개발모델을 개발하

고 도입해야 함.

임헌만

(2009)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고, 비

선호 직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또한 부

처별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함.

최순영

(2013)

개인주도형 경력개발을 위해 직위분류제가 확대되

어야 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 개방형 직위, 계약직

공무원 제도 등이 활성화되어야 함. 그리고 경력개

발제도에 대한 각 부처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지원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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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홍혜

승·류은영(2020)은 공무원의 경력개발과 경력장애요인이 직무만족과 직

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A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력개발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무

만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접합성 결여, 인사 불공정

성, 상사 문제라는 경력장애요인 중에서 직무 접합성 결여는 직무스트레

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지·문재승(20212)은

경력관리행동과 번영감, 잡크래프팅 간의 관계를 국내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력관리행동과 조직경력개발

지원은 번영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번영감은 잡크래프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원준(2021)은 남성 육아휴직이 경력

개발과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

의 교육훈련과 네트워킹에는 부(-)의 영향을, 배우자의 교육훈련과 네트

워킹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훈련과 네트워킹은 경력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경력개발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연구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문재승·

최석봉

(2012)

국내 제조업

연구개발직

종사자

경력관리행동(+),

경력개발지원(+),

경력만족(+),

연봉(+)

정서적 몰입

경력개발지원(+),

연봉(+)
지속적 몰입

최다은·

윤동열·

김성훈

(2019)

A공공기관

재직자

경력개발(-),

조직몰입(-)
이직의도

경력개발(+),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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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승·

류은영

(2020)

A중앙부처

공무원

직무적합성 결여(+),

경력개발(-)
직무스트레스

경력개발(+) 직무만족

곽원준

(2021)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남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의

교육훈련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의

네트워킹

남성 근로자의

교육훈련(+) 남성 근로자의

경력만족남성 근로자의

네트워킹(+)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배우자의 교육훈련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배우자의 네트워킹

배우자의

교육훈련(+)
배우자의 경력만족

배우자의

네트워킹(+)

김은지·

문재승

(2021)

국내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경력관리행동(+),

조직경력개발지원(+)
번영감

번영감(+) 잡크래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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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목표모호성과 성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

목표모호성이 조직과 개인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선

행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중에서도 목표모호성이 성과(performance)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공공조직의 성과를 측

정한 경우가 많다. 이는 목표모호성이 민간조직과 공공조직을 구분시켜

주는 공공조직의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 목표모호성이 공공조직의

성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중에서 대표적으로 Chun &

Rainey(2005a, 2005b)의 연구를 들 수 있다. Chun & Rainey(2005a,

2005b)는 조직성과를 관리 유효성, 고객 서비스 지향성, 생산성, 작업품

질로 측정하여 목표모호성의 하위차원들이 미국 연방정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목표모호성이 성과 지표에 전반적

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기관의 성과와

목표모호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권오영(2015)은 목표모호

성이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는

데, 연구 결과 우선순위 모호성과 평가적 모호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지

시적 모호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원·임태종·이주혜(2011)의 연구 역시 목표명확성이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목표명확성은 목표모호성이 없는 상태

를 의미하는 말로, 이 연구에서는 목표명확성이 조직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건

우·윤성일(2020)의 연구도 목표명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는데, 분석 결과 목표명확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대부분의 목표모호성과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조직성과

에 관한 것이었지만, 개인의 업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

다. 이경은(2018)은 공공조직의 행정 리더십 행태가 조직구성원의 성과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목표모호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목표모호성 수준에 따라 행정 리더십 행태가 조직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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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모호성이 업무성과와 관계가 있다

고 보고, 목표모호성이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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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능력발전 및 기회부여의 조절효과

자기개발과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이 조직구성원의 전문성과 조직 충

성도를 높임으로써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함께

고려하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강순희, 2010). 하지만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자기개발, 교육

훈련과 경력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같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고

려하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경력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능력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종수, 2002)이라는 점에서도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은 분리하여 고려

하기 어렵다.

자기개발과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선

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강순희(2010)는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제

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훈련만 실시하는

기업과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제도를 모두 실시하는 기업을 비교하여 생산

성, 수익성, 이직률이라는 성과 측면에서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교육훈련은 기업의 성과(수익성, 생산성, 이직률)를 높여주었고, 수익

성과 생산성의 경우 교육훈련만 실시한 기업보다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제

도를 함께 운영한 기업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 연구결과는 교육

훈련과 경력개발이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암시한

다.

김정희·박시남(2018)은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한 1,387개 기업들의 교

육훈련과 경력개발이 어떻게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 몰입 인사

관리(충성심, 고용안정, 정규직, 팀 중심 장기적 육성)를 매개로 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 자체로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 몰입 인사관리를 매개로 하였을 때

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개발

의 경우 조직성과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은 그 자체로 고 몰입 인사관리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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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 김정희·박시남(2018)의 연구는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이 고

몰입 인사관리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기개발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종

민(2017)은 자기개발 동기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발과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이 목표

모호성과 업무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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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본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본 연구가 다른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가지는 의의 및 차별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목표모호성이 개인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주목하였다. 개인 수준에서 목표모호성의 효과를 분석하는 기존 연

구들은 주로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많다. 그

러나 개인 수준에서 이러한 행태들은 궁극적으로 업무성과와 연결되어

있다. 즉, 목표를 명료하게 하여 개인의 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목표모호

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모호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자기개발과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이 목표모호성과 성과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는 목

표모호성이 조직의 효과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조직의 목표

가 명료하여 동기부여가 잘 되더라도, 이러한 동기를 구현할 구성원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표 명료성이 주는 동기부여 효과는 떨어지

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기부여와 관련된 목표모호성과 조직구성원들의

능력과 기회 측면은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

개발과 교육훈련, 경력개발이 목표모호성과 업무성과 사이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개발과 교육훈련, 경력개발, 목표모호성이 업무성

과에 주는 종합적인 영향에 주목하였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AMO

Model에 근거하여 인사관리의 다양한 제도들은 종합적으로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능력(Ability), 동기(Motivation), 기회(Opportunity)의 개별적인 측면에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발(A, 능력증진), 교육훈련과 경력개발(O, 기회증진), 목표모호성

(M, 동기부여)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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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및 변수의 설정

제 1 절 연구 설계

1.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1) 목표모호성과 업무성과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목표의 구체성과 난이도는 직무성과와 직결된

다.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어려운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조직구

성원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개발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높은 업무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Locke &

Latham, 2006). 따라서 조직의 목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가는 조

직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공공조직의 경우 민간조직과 다르게 조직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는 공공조직의 목표가 상충되거나, 비재화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조직의 목표는 민간조직과 다르게 목

표모호성을 띠게 된다. Chun & Rainey(2005a, 2005b)는 공공조직이 이

러한 목표모호성을 지닌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실증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목표모호성이 사명이해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목표모호성의 하위차원들은 조직의 생산성, 작업품질, 고객 서

비스 지향성, 관리 유효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

공조직의 목표모호성이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많은 국내 연구 역시 목표모호성이 조직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직적 측면, 개인적 측면, 정책사업적 측면에서 증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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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적 측면에서 양다연·조윤직(2019)은 개인의 목표명확성 인식이

업무몰입, 업무성과,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조직적 측면에서 권오영(2015)은 목표모호성의 하위차원 중 우

선순위 모호성과 평가적 모호성이 정부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권오영(2015)의 연구는 목표모호성의 네 가지 하위차

원 중 두 가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목표모호

성의 하위차원에 따라 그 강도나 유의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정책사업적 측면에서 권태욱·전영한(2015)은 한국 정책사업의 목표모

호성이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이 개인의 업무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공무원의 목표모호성 인식은 업무성과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 자기개발과 업무성과

자기개발은 자신의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함으로써 업무

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자기개발은 인사관리의 중요한

한 요소이며, 자기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자기개발의 효과성을 증

명하였다(예: 박춘광·전희원, 2010; 이민수, 2014). 특히 이종민(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개발을 내재적 동기, 동일시 동기,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

여 각각의 자기개발 동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자기개발과 성과 간의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자기개발이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은 업무성과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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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3) 교육훈련과 업무성과

교육훈련과 관련된 행태와 인식은 개인의 태도, 가치관, 지식, 기술 등

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성과를 높여준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Strategic Human Resource

Development)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구성원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배종석, 2012; 김민경·나인강,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업무수행능력을 위한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 기회

가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3. 공무원의 교육훈련 기회는 업무성과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경력개발과 업무성과

경력개발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조직화된 학습 경험을 의미

하며, 개인에게 필요한 경력설계를 제공하는 것이다(Nadler & Nadler,

1989; 김정희·박시남, 2018). 경력개발은 교육훈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많은 기업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강순희, 2010). 경력개발은 교육

훈련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Strategic Human Resource

Development)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의 관점에서 볼 때 경력개발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 및 성과 향상을

위한 활동이므로 경력개발이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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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들도 경력개발이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증명하였다. 대표적으로 강순희(2010)는 단순히 교육훈련만 실시한

기업보다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을 함께 실시한 기업이 생산성과 수익성이

라는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낸 것을 증명하였다.

한편 경력개발제도는 공무원들의 경력개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제도(CDP)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업무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공무원의 효과적인 경력개발제도는 업무성과 인식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4) 능력발전 및 기회부여의 조절효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따르면 인적자원(human resource)은 조직의

성공과 경쟁우위 확보에 큰 역할을 한다.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첫째,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의 목표와

성과 달성과 연관되어야 하고 둘째, 인적자원관리의 모든 측면이 상호연

계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AMO Model은 인적자

원관리를 역량증진(A), 동기부여(M), 기회증진(O)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하고,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목

표모호성이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M)에 영향을 주어 업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자기개발(A)과,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O)이 어떻게 조절하는

지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공무원의 목표모호성 인식이 업무성과 인식에 미치는 부(-)의 영

향은 본인의 자기개발 노력이 강할수록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6. 공무원의 목표모호성 인식이 업무성과 인식에 미치는 부(-)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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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할수록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7. 공무원의 목표모호성 인식이 업무성과 인식에 미치는 부(-)의 영

향은 경력개발제도가 효과적일수록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에 따라 목표모호성

이 공무원의 업무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능력발전 및 기

회부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목표모호성과 업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연구모

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독립변수:

목표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사명이해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동기부여

(M)

종속변수:

업무성과

조절

변수

역량

증진

(A)

자기개발

기회

증진

(O)

교육훈련

경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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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목표모호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목표설정이론에 근거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독립변수를 목표모호성으로 설정하였고, 종속

변수를 업무성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목표모호성의 경우 Chun &

Rainey(2005a, 2005b)가 제시한 사명이해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지시

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의 네 가지 하위차원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전

략적 인적자원이론의 AMO Model에 근거하여 자기개발과 교육훈련, 경

력개발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은 1) 목표모호성이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여부, 2) 자기개발이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여부, 3) 교육훈련이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 4) 경력개발이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 5) 자기개발이 목표모호성과 업무성과의 부(-)적 관계를 긍정적으

로 조절하는지에 대한 여부, 6) 교육훈련이 목표모호성과 업무성과의 부

(-)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지에 대한 여부, 7) 경력개발이 목표모

호성과 업무성과의 부(-)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지에 대한 여부

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통제변수

업무조건 업무량, 업무자율성

개인특성 성별, 연령, 재직기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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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업무성과

본 연구에서는 업무성과를 Campbell et al.(1993)과 Motowidlo(2003)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

와 성과 및 책임 수준을 달성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업무성과는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성시경·이재완,

2019). 그러나 본 연구는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성

과의 객관적인 측정보다는 주관적인 측정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성과를 주관적인 측정방식으로 측정하였다. ‘2019년 공직생활실태조

사’에서 사용한 업무성과의 측정 문항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성과의 달성 여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 수준의 달성 여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성과 항목의 모든 문항들을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는 담당업무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나는 담당업무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

해 책임을 다한다’, ‘나는 담당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조직 및 타 기관, 이

해관계자로부터 요구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이다.

2. 독립변수: 목표모호성

본 연구에서는 목표모호성을 Chun & Rainey(2005a, 2005b)의 연구에

따라 “구성된 조직목표가 조직이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나타낼

때 그에 대한 경쟁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Chun & Rainey(2005a, 2005b)가 구분한 목표모호성의 하위차원인

사명이해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으로

구분하여 목표모호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2019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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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조직목표의 측정 문항은 Chun & Rainey(2005a, 2005b)의 목표모

호성 하위차원의 내용과 합치하므로 모든 문항들을 활용하여 목표모호성

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목표

모호성의 개념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는 우리 기관의 조직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다(사명

이해 모호성)’, ‘우리 기관에서는 조직목표 간 우선순위가 분명하다(우선

순위 모호성)’, ‘우리 기관의 조직목표는 담당 업무수행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지시적 모호성)’, ‘지난 1년간 우리 기관의 목표 달성 정

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평가적 모호성)’이다.

3. 조절변수: 능력발전 및 기회부여

본 연구에서는 능력발전(A)은 자기개발, 기회부여(O)는 교육훈련과

경력개발로 파악하였다. 자기개발은 한국산업인력공단(2015)의 정의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강점은 더욱 강화

하고, 약점은 보완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자기개발은 ‘2019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사용한 교육훈련 및 능력

발전의 측정 문항 중 ‘나는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개발

을 꾸준히 하고 있다’의 문항을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었다.

교육훈련은 이달곤 외(2015)의 교육훈련에 대한 정의에 따라 “조직구

성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식, 기술,

가치관, 태도 등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모든 계획적인 노력”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2019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사용한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

의 측정 문항 중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훈련 및 능

력발전 기회를 가질 수 있다’의 문항으로 교육훈련을 측정하였고, 이 문

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Nadler & Nadler(1989) 및 김정희·박시남(2018)의

정의에 따라 경력개발을 “조직이 개인의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조직화된

학습 경험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경력설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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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이기 때

문에 선행연구를 따라 실제 공무원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인식으로 경력개발을 파악하였다(예: 홍혜승·류은영, 2020). 경력개

발은 ‘2019년 공직생활실태조사’의 배치전환 문항에 나와 있는 ‘경력개발

제도는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의 항목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리

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업무조건과 관련된 변수이고 다른 하나

는 공무원 개인 특성과 관련된 변수이다(최진욱·노종호, 2020). 본 연구

에서도 두 가지의 요인이 업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업

무조건과 개인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업무조건과 관련된 변수로는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업무량

과 업무자율성으로 설정하였다(성시경·이재완, 2019; 최진욱·노종호,

2020). 업무량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귀하께서는

평소 업무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단일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업무자율성은 ‘나는 업무수행 방식/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업무수행 속도/마감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나는 업무수행 평가지

표/기준 마련에 참여할 수 있다’로 측정되었으며, 리커트(Likert) 5점 척

도로 측정되었다. 공무원 개인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성별, 연령, 재직기간, 직급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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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변수 측정문항 척도

종속

변수

업무

성과

perform

1

나는 담당업무에서 요구

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Likert

5점 척도

perform

2

나는 담당업무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다한다.

perform

3

나는 담당업무와 관련되

어 있는 조직 및 타 기

관, 이해관계자로부터 요

구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독립

변수

목

표

모

호

성

사명이해

모호성

goalam

1

나는 우리 기관의 조직

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

다.

Likert

5점 척도

*역코딩

우선순위

모호성

goalam

2

우리 기관에서는 조직목

표 간 우선순위가 분명

하다.

지시적모

호성

goalam

3

우리 기관의 조직목표는

담당 업무수행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평가적

모호성

goalam

4

지난 1년간 우리 기관의

목표 달성 정도를 객관

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조절

변수

자기개발 seldev

나는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개

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
Likert

5점 척도

교육훈련 train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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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적절한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 기회를 가

질 수 있다.

경력개발 cdp
경력개발제도는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통제

변수

업

무

조

건

업무량 wkload 평소 업무량

Likert

5점 척도
업무

자율성

auto1

나는 업무수행 방식/절

차에 대한 선택권을 가

지고 있다.

auto2

나는 업무수행 속도/마

감시간을 조절할 수 있

다.

auto3
나는 업무수행 평가지표

/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개

인

특

성

성별 male 남성: 1, 여성: 0

연령 age
20대: 1, 30대: 2, 40대: 3, 50대 이

상: 4

재직기간 term

5년 이하: 1, 6년-10년: 2, 11년-15

년: 3, 16년-20년: 4, 21년-25년: 5,

26년 이상: 6

직급 rank 5급 이상: 1, 6급 이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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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연구를 위해 전국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

속 일반직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2020년 공직생활실태조사’가 존재함에

도 2019년 조사 데이터를 쓰는 것은 COVID-19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조사 데이터가 특수성을 띨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9년 공직생활실태조사’는 2019년 8월 12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전자 메일 웹 조사로 시행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다단층화확

률비례추출을 통해 표본집단이 추출되었다.

공직생활실태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 시행하

고 있는 조사로 공무원들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주요 현황과 공무원 인

식을 조사하여 정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심층 자료를 축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조사내용에는 공무원이 직면하는 인적자원관리의 세부분야인 업

무환경, 인사제도, 조직구성원의 동기 및 태도 등에 관해 공무원들의 인

식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의 경우 분석대상자 4,111명 중 남성이 2,598명(63.2%), 여성이

1,513명(36.8%)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은 20대가 420명

(10.22%), 30대가 1,277명(31.06%), 40대가 1,569명(38.17%), 50대 이상이

845명(20.55%)으로 40대, 30대, 50대 이상, 20대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혼인상태의 경우 미혼이 1,057명(25.71%), 기혼이 2,976명(72.39%), 사별

이 14명(0.34%), 이혼이 64명(1.56%)으로 기혼, 미혼, 이혼, 사별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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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았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173명(4.21%), 전문대학 졸업이 249

명(6.06%), 4년제 대학 졸업이 2,872명(69.86%), 대학원 석사 졸업이 684

명(16.64%), 대학원 박사 졸업이 133명(3.24%)으로 4년제 대학 졸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학원 석사 졸업, 대학원 박사 졸업, 전문대

학 졸업, 고졸 이하가 그 뒤를 이었다. 직급의 경우 1급부터 4급까지가

274명(6.67%), 5급이 998명(24.28%), 6급부터 7급까지가 2,427명(59.04%),

8급부터 9급까지가 412명(10.02%)이었다. 마지막으로 재직기간은 5년 이

하가 845명(20.5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6년에서 10년 사

이가 613명(14.91%), 11년에서 15년 사이가 793명(19.29%), 16년에서 20

년 사이가 545명(13.26%), 21년에서 25년 사이가 513명(12.48%), 26년 이

상이 802명(19.51%)이었다.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598 63.20

여성 1,513 36.80

연령

20대 420 10.22

30대 1,277 31.06

40대 1,569 38.17

50대 이상 845 20.55

혼인상태

미혼 1,057 25.71

기혼 2,976 72.39

사별 14 0.34

이혼 64 1.56

학력

고졸 이하 173 4.21

전문대학 졸업 249 6.06

4년제 대학

졸업
2,872 69.86

대학원 석사 684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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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목표모호성을 독립변수로, 업무성과를 종속변수로, 자

기개발과 교육훈련, 경력개발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자기개발과 교육훈

련 및 경력개발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우선 본격적인 가설 검정에 앞서 분석대상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

고,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가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타당성, 신뢰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가설 검정을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STATA 17.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졸업

대학원 박사

졸업
133 3.24

직급

4급 이상 274 6.67

5급 998 24.28

6급-7급 2,427 59.04

8급-9급 412 10.02

재직기간

5년 이하 845 20.55

6년-10년 613 14.91

11년-15년 793 19.29

16년-20년 545 13.26

21년-25년 513 12.48

26년 이상 8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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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인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조직의 목표모호성과 업무성과, 능력발전 및 기회부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본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

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업무성과의 경우 각 측정항목의 평균이 3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통 이상의 업무성과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

정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무성과 달성 정도(perform1)는 3.6, 성

과 달성을 위한 책임 정도(perform2)는 3.79, 업무와 관련된 성과 달성

정도(perform3)는 3.64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경우 완전한 정규분포

(bivariate normality)를 이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왜도의 경우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경우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Kline(2015)의 기준에 따라 분포의 정규성을 심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업무성과의 측정변수들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목표모호성은 각 측정항목의 평균은 모두 3을 넘지 못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측정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명이해 모

호성(goalam1)은 2.4, 우선순위 모호성(goalam2)은 2.61, 지시적 모호성

(goalam3)은 2.73, 평가적 모호성(goalam4)은 2.82로 나타났다. 이는 공

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명확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분포의 정규성은 Kline(2015)의 기준에 따라 심하게 위



- 66 -

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목표모호성의 측정변수들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되었다.

조절변수 중 첫 번째 변수인 자기개발(seldev)의 경우 3.17로 보통 이

상으로 나왔지만 두 번째 변수인 교육훈련(train)의 경우 2.95로 보통 이

하로 나왔다. 이는 분석대상인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개발을 하고 있으

나,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절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하

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절변수 중 세 번째 변수인 경력개발

(cdp)의 경우 평균이 3.2로 나와 공무원들이 경력개발제도에 대해 보통

이상의 전문성 제고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발과 교

육훈련, 경력개발 모두 Kline(2015)의 기준에 따라 정규의 분포성을 심하

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조절변수의 측정변수들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되었다.

[표 4-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분석

(N=4,111)

변수 척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종속

변수

업무

성과

perform

1
1 5 3.60 0.68 -0.23 3.45

perform

2
1 5 3.79 0.67 -0.40 3.82

perform

3
1 5 3.64 0.69 -0.30 3.58

perform 1 5 3.68 0.62 -0.31 3.96

독립

변수

사명이해

모호성

goalam

1
1 5 2.40 0.72 0.38 3.56

우선순위

모호성

goalam

2
1 5 2.61 0.75 0.29 3.37

지시적 goalam 1 5 2.73 0.76 0.23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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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목표모호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개발, 교육훈련 및 경력

개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각 변수별

로 세부측정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으로 분석하였으며, 통제변수인

성별, 나이, 재직기간, 직급은 더미코딩으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목표모호성은 업무성과

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자기개발, 교육훈련, 경력

개발은 업무성과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p<.001), 목표모호성과

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p<.001)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결

모호성 3

평가적

모호성

goalam

4
1 5 2.82 0.78 0.61 3.29

목표모호성 goalam 1 5 2.64 0.64 0.16 3.81

조절

변수

자기개발 seldev 1 5 3.17 0.83 -0.21 3.15

교육훈련 train 1 5 2.95 0.86 -0.15 2.76

경력개발 cdp 1 5 3.2 0.81 -0.41 3.34

통제

변수

업

무

조

건

업무량 wkload 1 5 3.77 0.73 0.16 2.35

업무

자율성
auto 1 5 3.02 0.73 -0.19 2.92

개

인

특

성

성별 male 0 1 0.63 0.48 -0.55 1.30

연령 age 1 4 2.70 0.91 -0.16 2.20

재직

기간
term 1 6 3.41 1.79 0.11 1.68

직급 rank 0 1 0.31 0.46 0.82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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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방향과 부합하는 바 통제변수가 포함된

다중회귀 모형으로 보다 엄밀한 측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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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업무

성과

목표

모호성
자기개발 교육훈련 경력개발 업무량

업무

자율성
성별 나이

재직

기간
직급

업무

성과
1

목표

모호성

-0.4778

***
1

자기개발
0.3654

***

-0.3654

***
1

교육훈련
0.2569

***

-0.4101

***

0.5488

***
1

경력개발
0.2511

***

-0.3589

***

0.2770

***

0.3382

***
1

업무량
0.0962

***
-0.0021

-0.0556

***

-0.1895

***

-0.0773

***
1

업무

자율성

0.2691

***

-0.3876

***

0.2913

***

0.4238

***

0.3118

***

-0.21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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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성별
0.0794

***

-0.1146

***

0.1264

***

0.0995

***

0.0583

***

0.0741

***

0.1063

***
1

0.2262

***

-0.2025

***

0.1658

***

0.0834

***

0.0781

***
-0.0028

0.1310

***

0.1678

***
1나이

0.1917

***

-0.1867

***

0.1307

***

0.0772

***

0.0491

**

-0.0353

*

0.1287

***
0.0184

0.7998

***
1

재직

기간

0.1204

***

-0.1030

***

0.1268

***
0.0104

-0.0369

*
-0.0162

0.0811

***

0.1551

***

0.3130

***

0.2586

***
1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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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

1.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

측정모형의 타당도(validity)란 연구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구성개념과

측정 도구 간의 일치 정도를 의미하며,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

석 및 잠재변수 간 상관행렬을 통해 측정모형의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확인하였다.

수렴 타당도란 동일한 개념을 상이한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

값들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의미한다. 수렴 타당도는 표준화된 요인

적재치(standardized factor loading) 및 이에 대한 평균분산추출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모형의 경우 모든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 적재치가 통

계적으로 유의3)하게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값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4)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표준화된 요인 적재치와 평균분산추출값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수렴

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RMSEA와 CFI 역시 적합도를

만족하는 것5)으로 나타났다.

3) Bagozzi와 Yi(1991)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표준화된 요인 적재치가 0.50

이상이어야 한다.
4)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AVE 값이 0.50 이상이어야

한다.
5) Bagozzi와 Yi(1988)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RMSEA=.05이상 .08이하,

CFI=.8에서 .9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모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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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² = 806.41 (df=32, p=.000), RMSEA=.077, SRMR=0.045, CFI=0.965

2. 신뢰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설문지

(questionaire)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로 실증분석을 할 때는 응답자가 일

관성 있는 응답을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명확한 신뢰성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가 0.7 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는

(reliable) 수준, 0.6 이상이면 허용가능한(acceptable) 수준, 0.5 이상이면

최소한의(minimum) 수준으로 파악하는데(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는 측정변수의 크론바하 알파값이 0.7084에서 0.8963 사이의 분포를 보임

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변수
측정

변수

표준화

적재량

표준

오차
p AVE

종속

변수

업무

성과

perform

1
.857 0.006 .000

0.743
perform

2
.859 0.006 .000

perform

3
.870 0.005 .000

독립

변수

목표

모호성

goalam1 .720 0.009 .000

0.649
goalam2 .843 0.006 .000

goalam3 .877 0.005 .000

goalam4 .772 0.007 .000

통제

변수

업무

자율성

auto1 .730 0.010 .000

0.576auto2 .781 0.009 .000

auto3 .765 0.01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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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측정문항의 신뢰도 진단 결과

변수 측정문항 α계수

종속

변수

업무

성과

perform

1

나는 담당업무에서 요구

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0.8963

perform

2

나는 담당업무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다한다.

perform

3

나는 담당업무와 관련되

어 있는 조직 및 타 기

관, 이해관계자로부터 요

구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독립

변수

목

표

모

호

성

사명이해

모호성

goalam

1

나는 우리 기관의 조직

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

다.

0.8766

우선순위

모호성

goalam

2

우리 기관에서는 조직목

표 간 우선순위가 분명

하다.

지시적

모호성

goalam

3

우리 기관의 조직목표는

담당 업무수행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평가적

모호성

goalam

4

지난 1년간 우리 기관의

목표 달성 정도를 객관

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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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변수
업무자율성

auto1

나는 업무수행 방식/절

차에 대한 선택권을 가

지고 있다.

0.8
auto2

나는 업무수행 속도/마

감시간을 조절할 수 있

다.

auto3
나는 업무수행 평가지표

/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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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모형 평가 및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목표모호성이 업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 그 영향을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경력개발이 조절하는지를 검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변수를 구분해주는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함

께 독립변수인 목표모호성을, 3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

수인 자기개발,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을, 마지막 4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까지 포함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회귀분석은 하나의 독립변수가 아닌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다중공선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다

중공선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

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

으로 공차 한계가 0.1 이하이거나 분산팽창계수가 10보다 큰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6)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의 공차한계

가 0.1보다 높았으며, 분산팽창계수 역시 값 10보다 큰 변수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공차한계가 가장 낮고 분산팽창계수가 가장

높은 변수는 연령으로 공차 한계가 0.326, 분상팽창계수가 3.07으로 나타

났다.

6) The high VIFs are caused by the inclusion of powers or products of

other variables. So the multicollinearity has no adverse consequences. (참고:

https://statisticalhorizons.com/multicolline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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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2.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모형에 따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살펴본 모형 1은 공무원 개인이 가지는 특성과 업무조

건에 따라 업무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업무량, 업무자율성,

성별, 연령, 재직기간, 직급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이

다. 분석 결과, 공무원 개인이 가지는 특성과 업무조건에 따라 업무성과

와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무원 개인이 가지는 특성 중

성별과 재직기간을 제외한 연령(β = 0.105, p<.001)과 직급(β = 0.105,

p<.05)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업무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업무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조건인 업무량(β = 0.133, p<.001)

과 업무자율성(β = 0.233, p<.001) 역시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업무량이 많고 업무자율성이 보장될수록 업무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살펴본 모형 2는 독립변수인 목표모호성 요인을 모형 1에

VIF 공차 한계

성별 1.11 0.912

연령 3.07 0.326

재직기간 2.91 0.343

직급 1.15 0.870

업무량 1.10 0.912

업무자율성 1.39 0.719

목표모호성 1.44 0.693

자기개발 1.53 0.653

교육훈련 1.75 0.572

경력개발 1.25 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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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연령(β = 0.082, p<.001),

직급(β = 0.048, p<.05), 업무량(β = 0.105, p<.001), 업무자율성(β =

0.103, p<.001), 목표모호성(β = -.389, p<.001)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모호성이 높아질수록 업무성과를 낮게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모형 3은 자기개발,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이라는 조

절변수를 각 상호작용항을 제외하고 모형 2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것이다. 모형 3의 결과는 모형 2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며, 새로

추가한 자기개발(β = 0.155, p<.001)과 경력개발(β = 0.047, p<.001)의 변

수 역시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교육훈련(β =

-0.027, p<.05)의 경우 본 가설 설정에서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게 업무성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개발의 노력을

많이 할수록 업무성과를 높게 인식하였고, 경력개발의 전문성 제고를 높

게 인식할수록 업무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훈련

의 경우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업무성과는 낮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와 가설 4는 지지되었고,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네 번째로 살펴본 모형 4는 조절변수인 자기개발과 목표모호성과의

상호작용항을 모형 3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모형 4의

결과는 자기개발이 목표모호성과 업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이 강하여도 목표모호성 인

식이 업무성과 인식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조절하지 못했다. 따라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본 모형 5는 조절변수인 교육훈련과 목표모호성과의

상호작용항을 모형 3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모형 5의

결과는 교육훈련이 목표모호성과 업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의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하다고 느껴도 목표

모호성 인식이 업무성과 인식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조절하지 못했

다. 따라서 가설 6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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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과 목표모호성 간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 6의 경우 R²

값이 0.3066로 나타났다. 즉, 종속변수인 업무성과에 대한 독립변수인 목

표모호성과 조절변수인 경력개발, 상호작용변수의 설명력이 30.66%인 것

으로 나타났다. 조정된 R² 값은 .3047으로 나타나 R²보다는 조금 낮은

30.47%로 확인되었다. 또한 목표모호성 × 경력개발(β = -.037,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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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β β β β β β

상수
2.140

***

3.776

***

3.168

***

3.077

***

3.062

***

2.862

***

통제

변수

성별 .007 -.019 -.033 -.033 -.033 -.034

연령
.105

***

.082

***

.068

***

.067

***

.067

***

.067

***

재직기간 .009 -.000 .003 .003 .003 .003

직급
.060

**

.048

*
.037

.037

*
.036 .036

업무량
.133

***

.105

***

.107

***

.106

***

.106

***

.106

***

업무자율성
.233

***

.103

***

.074

***

.073

***

.073

***

.073

***

독립

변수
목표모호성

-.389

***

-.327

***

-.291

***

-.284

***

-.210

***

조절

변수

자기개발
.155

***

.186

***

.155

***

.154

***

교육훈련 -.027 -.027 .012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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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 * *

경력개발
.047

***

.046

***

.046

***

.146

***

상호

작용항

목표모호성 × 자기개발 -.011

목표모호성 × 교육훈련 -.015

목표모호성 × 경력개발
-.037

**

통계량

R² .1349 .2680 .3050 .3052 .3053 .3066

Adj R² .1336 .2667 .3033 .3033 .3034 .3047

F 106.63 214.56 179.97 163.67 163.76 1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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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목표모호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고, 능

력발전 및 기회부여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2019년 공직생활실

태조사’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모형인 모형 6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모호성이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β = -.210, p<.001)에서 증명되었다. 즉, 공무원들이 조직의 목

표모호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개인의 업무성과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공무원들이 목표를 모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업무성과를 낮게 인식하고,

목표를 명료하다고 인식할수록 업무성과는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

다.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은 목표가 구체적이고 어려울수록

높은 직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가설 1이 지지된 것은 목

표설정이론을 지지하는 것을 시사한다. 즉, Locke & Latham(2006)의 주

장대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목표가 조직구성원들에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

나 기술을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성과가 높아진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공공조직의 특성인 목표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별, 직

무별, 조직별로 세부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고, 각 조직의 리더가 조직구

성원들이 세부적인 목표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

요하다.

둘째, 능력발전 및 기회부여가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은 자기개발(β = 0.154, p<.001)과 경력개발(β = 0.146, p<.001)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명되었다. 교육훈련의 경우 오히려 교육훈련

의 기회가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개인의 업무성과는 낮게 인식하는 것(β 

= -0.028, p<.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와 가설 4는 지지되고, 가

설 3은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자기개발과 경력개발은 업무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교육훈련은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

낸다. 단, 교육훈련이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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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

에 대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

터가 공무원들의 인식 데이터이기 때문에 교육훈련 기회에 공무원 개인

의 필요성이나 기대 수준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다. 즉, 교육훈련 기회를

보장받은 공무원의 경우 그에 대한 기대효과로 자신의 성과달성기준을

높게 측정하여, 실제 업무성과 수준과 관계 없이 본인의 업무성과 수준

을 낮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 교육훈련 제

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강사의 질, 내용의 질

(quality)과 다양성 등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

성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변수의 객관적인

측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개발과 교육훈련, 경력개발의 조절효과는 경력개발(β =

-.037, p<.01)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명되었다. 따라서 가설

5와 가설 6은 기각하고, 가설 7은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전략적 인적자

원관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AMO Model 중에서 동기부여(M)와

기회증진(O)이 통합되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서 주장하는 조화로운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조직

의 목표를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시킴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을

추구하는 것(Wright & McMahan, 1992; Anthony. et. al., 1999; 김연희,

201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무원 인사관리 전략에

있어서 능력증진(A), 동기부여(M), 기회증진(O)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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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연구가설 검증결과 요약

구분 가설 결과

1
공무원의 목표모호성 인식은 업무성과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
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은 업무성과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3
공무원의 교육훈련 기회는 업무성과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
공무원의 효과적인 경력개발제도는 업무성과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5

공무원의 목표모호성 인식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부(-)

의 영향은 본인의 자기개발 노력이 강할수록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6

공무원의 목표모호성 인식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부(-)

의 영향은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할수록 더 작게 나타

날 것이다.

기각

7

공무원의 목표모호성 인식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부(-)

의 영향은 경력개발제도가 효과적일수록 더 작게 나타

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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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가 조직구

성원들의 동기를 유발시켜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한다는 목표설정이론

(goal setting theory)의 관점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를 토대로 목표모호성, 공무원 개개인이

갖는 자기개발 노력, 조직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기회, 효과적인 경력개

발제도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기개발 노력과 교육훈

련 기회, 경력개발제도가 목표모호성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

과를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목표모호성 인식은 업무성과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 지지). 즉, 공무원들이 목표를 명료하다

고 인식할수록 개인의 업무성과 인식은 높게 나타났고, 목표를 모호하다

고 인식할수록 개인의 업무성과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과 효과적인 경력개발제도는 업무성과 인식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 가설 4 지지). 즉, 공무원의 자기개

발 노력이 많을수록 업무성과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효과적인

경력개발제도 역시 업무성과 인식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의 교육훈련 기회는 업무성과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설정했던 가설 3의 경우 오히려 개인의 업무성과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이 업무성과에 예상과 다른 효

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공무원들의 인식 데이터이기 때문에 교육훈련

기회에 공무원 개인의 필요성이나 기대 수준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

재한다.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받은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을 받음으로

써 자신의 업무성과나 업무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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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업무성과 및 목표달성 수준을 높게 설정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높

은 업무성과를 달성했을지라도 업무성과가 자신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업무성과를 낮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훈련 제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교육훈련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교육 강사의 질, 교육 활용도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가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

육훈련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공무원

의 목표모호성 인식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경력개발제도

가 효과적일수록 더 작게 나타났다(가설 7 지지). 즉, 조직이 제공하는

능력발전 기회인 경력개발제도가 목표모호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단순히 목표의 명료화를 통한 업무성과 제고하

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따

른 능력발전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공무원들의 업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경험 학습을 제

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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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인적자원관리는 단순히 한 가지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

직구성원의 능력(Ability), 동기(Motivation), 기회(Opportunity)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조직의 목표모호성

(organizational goal ambiguity)은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관련되어

있는데, 조직의 목표가 명료하여 구성원의 동기부여가 잘 되더라도 이러

한 동기를 구현할 구성원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료한 목표가 가

져오는 동기부여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목표모호성 연구는 목표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그 목표를 구현해야 하

는 구성원들의 능력이나 기회 측면은 함께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

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조직의 목표모호성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기회부여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력개발이 목표모

호성과 업무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능력, 동기,

기회의 세 가지 인적자원관리 측면이 모두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개

발, 교육훈련, 경력개발의 경우 공공조직보다는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 연구가 많았다. 특히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이들의 효과성에 관해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무원을 대상

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기개발, 교육훈련,

경력개발이 업무성과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다.

둘째, 자기개발과 경력개발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자기개발과 경력개발은 공무원의 능력발

전을 도모하여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훈련의 경

우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앞서 언

급하였던 대로 본 연구에서 인식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 혹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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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목표모호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경력개발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동기, 능력, 기회 등 인적자원관리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즉, 조직이 제공

하는 경력, 경험 경로 설계를 통해 능력발전 기회를 가진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목표의 명료성이 주는 동기부여 효과가 더 극대화되어 나

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이론적인 측면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정책

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업무별로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모호성은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조직성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공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목표에 대해 이해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목표 명료화를 통한 업무성과 제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

무원의 능력발전을 조직적 차원에서 더욱 지원해주어야 한다. 목표가 명

료하면 동기부여가 잘 되어서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이는 동기를 구현하는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가 달라

질 수 있다. 공무원의 능력발전은 스스로 기울이는 노력에 의해 발전될

수도 있고(자기개발), 조직이 교육을 통해 제공하는 기회(교육훈련)나 경

력이나 경험 경로 설계를 통해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발전될 수도 있다

(경력개발).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이 목표모호성과 업무성과 간의 부

정적인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

와주기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경력 경로를 설계해주는 것이 중요함

을 시사한다.

셋째,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 자기개발은 스스로 기울이

는 노력으로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교육훈련은 조직이 구성

원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기개발(A)과 교육훈련(O) 역시 중요하지만,

동기부여와 능력증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기회증진(O) 즉, 실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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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학습인 경력개발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인적자원개발에서 부각되고 있는 경험을 통한 학습에 대한 중요성

을 인식하고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능력발전을 도모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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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설문조사의 경우 자기인식을 중심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자기인식

오류의 한계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업무성과나 교육훈련 등 객

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자기인식 오류를 최소화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 관측된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기 때문에 잠재적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 등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

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절변수의 측정문항 개수

가 부족하여 타당성의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

차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어

려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문항을 개발하거나 측정문항

을 늘려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훈련 측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선행연구의 경

우 교육훈련을 1인당 교육훈련비, 교육환경 및 시설, 강사의 질적 수준,

교육내용, 피교육자 역량수준 등으로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피교

육자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교육훈련이 업무성과에 부

(-)의 영향을 미친 이유에 대해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교육훈련의 방향

성, 제도보완방안, 효과성 등을 더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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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goal ambiguity, self-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 (CDP) on

work performance from the standpoint of Goal-Setting Theory, which

explains challenging but attainable goals motivate employee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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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ambiguity and work performance.

Human Resource Management should consider all aspects of the

ability, motivation, and opportunity of employees. According to

Goal-Setting Theory, organizational goal ambiguity is related to

members’ motivation. However, even if the goals of the organization

are clear and the members are well motivated, the motivation effect

of clear goals will be reduced if the members’ ability is not

accompanied. Despite this fact, existing goal ambiguity studies

focused only on the goal itself and not considered the aspects of

members’ abilities or opportunities.

This study conducted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4,111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general public officials

from the metropolitan government using the survey data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2019”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set

work performance as a dependent variable, goal ambiguity as an

independent variable, abilities, and opportunities (self-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 as a

moderating variable. The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goal ambiguity and employees’ abilities and opportunities respectively

affected work performance. Second, an effective career development

program had a moderating effect on goal ambiguity-work

performance. It provid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effect

of three HRM aspects (ability, motivation, opportunity) of work

performance.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oal

ambiguity was negative on work performance and self-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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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were positive on work performance.

This result supports Goal-Setting Theory which explains that goal

clarity increases work performance by motivating employees’

motivation. Also, this study supports SHRM which explains that

HRM should be connected with goal and performanc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work performance of employee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consider goal clarity but also abilities and opportunities.

Second, the career development program had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ambiguity and work

performance. This result indicates that it is important to design

career paths of employee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o promote

individual abilities. Although self-development and education and

training are important, this study shows that education through

experience is more important based on self-development and

education and training.

However, this study does have limitations. First, since this study

used a survey which is a secondary data, a self-reporting error could

occur and the endogeneity problem was not fully controlled. Second,

due to the lack of measurement items for moderating variables, the

problem of validity was not properly controlled. Third, this study

could not fully explain the cause of the negative effect of education

and training on work performance. Therefore, further studies will

need to supplement these problems.

keywords : goal ambiguity, work performance,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elf-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g,

care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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