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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영향력이 보다 확대되고 고도화

되며, 성과중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공기업 관리혁신의 환경 속에서 공

공조직이 최대한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 속에서 공공의료, 사회봉사, 재난구호, 혈액사업

등의 사회적 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인 대한적십자사를 본 연구의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종

사자들은 점차 다각화되고 대형화되는 재난 등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기상

황 속에서 피해를 신속하게 최소화 해야하는 의무와 더불어 사회봉사와

같은 평시적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유연성과 민첩성을 요구받고 있다. 동

시에, 모금기관의 종사자로서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사업 및 기부금을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혈자, 환자, 복지수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야하는 서비스 전달 과정속에서 때때로 민원, 업무압박 등

직무소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조직인 대한적십

자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이들 관계에 있어서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는 직무동기(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종속변수

는 직무소진(업무소진, 관계소진, 가치소진), 조절변수는 인도주의 가치경

험 평가(입사 전, 입사 후)로 설정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내재적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직무

소진의 세 차원인 업무소진, 관계소진, 가치소진 모두에 해당되었다.

반면, 구성원의 외재적 동기수준은 오직 ‘업무소진’에만 작용하는 영향요

인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도주의 가치경

험은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구자의 연구



설계 단계에서의 가설 중에서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 효과는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내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효과에 있어서

‘입사 후’ 경험한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관계소진’ 및

‘가치소진’의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외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효과에 있어서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는 ‘관계소진’

차원에서 지지되었다. 이는 ‘입사 후’의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가 긍정

적일수록 내재적 동기가 인간관계 또는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관련된 탈진

감이나 피로감을 크게 줄여주며, 외재적 동기가 인간관계 차원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느끼는 성취감과 자부심 또는 업무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조직의 측면에서 기관 차원

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직무소진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구성원들의 직무수행 과정속에서 발현된 것임을 인식하여, 대한적십자

사에서 이미 이재민 등의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PSS(심리사회적지지) 또는 PFA(심리적응급처치) 등의 심리회복 프로

그램을 구호요원인 종사자들에게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종사자들

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견인하여야 한다. 셋째로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는 ‘입사 전’보다 ‘입사 후’가 유의미하므로 입사 후 구성원들이

인도주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실천을 경험한다면 직무소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기때문에 인도주의 실천의 긍정적 경험을 촉진

할 수 있는 직무배치 및 직무순환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인도주의 가치와

관련된 교육에 보다 세심한 설계와 확대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연구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의 직무소진의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사회서비스 공공조직에 대한 후속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인도주의 혹은

인도주의 가치경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는데, 조직의 핵심가치인

인도주의를 직무를 통해 내재화한 구성원들이 인도주의 가치 경험에 대

해 스스로 평가하여 그 수준을 측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로 인

도주의 가치경험의 평가수준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그 조절 효과를 부

분적으로나마 검증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연구였으며, 향후 인도주의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다양

한 조직에 대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대한

적십자사로 한정되어 있고 해당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고르게 포괄하지

못한 점, 비밀보장을 전제로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하고 바람직한 응답 성향에 대한 배제에 대해 완벽하게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의 한계를 가진다.

주요어 : 대한적십자사, 직무동기, 직무소진, 인도주의 가치경험

학 번 : 2021-2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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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공기관의 운영목적은 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후생을 실

현하는 것이며, 운영원리는 이윤의 극대화를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

기업들과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이 본래의 운영목적대로 공익적

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후생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공적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준기, 2014).

최근의 공공기관들은 성과에 기반한 공기업 관리혁신과 성과중심의 조

직문화 구축을 위해 성과향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자 하므로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의 질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

하는 정도가 커지면서 조직 구성원을 단순한 비용 측면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인 자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에서의 인적자원

은 공익과 사회적 후생을 실현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의 실제 주체이자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능력(ability)을 보유한

무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이라는 것

이다(임도빈ㆍ유민봉, 2019).

공공조직이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들의 성공적인 직무수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적자본의 관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2021년도 e-나라지표에 따르

면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총 110조원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총예산

(821조원)의 약 13%를 차지할 정도로 인건비 비중이 크다. 인건비의 규

모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용 측면에서 인

적자원의 효율성 증진이 필수적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가 발

전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영향력이 보다 확대되고 있고, 업무는 세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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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도화되면서 인적자원의 전문성과 효능성이 보다 요구되므로 최대한

의 조직 효과성의 발현을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

다. 셋째, 단순히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개인적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직무

에서 주어지는 과도한 책임감과 업무량,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에서 초래

되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장기적인 능률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

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적자본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강

조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특히 사회적 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공공의료, 사회

봉사, 재난안전, 혈액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

사자들의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이들

관계에 있어서 인도주의 가치경험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아우르는 종합적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적십자사를 연구의 대상조직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대한적십자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과 사회서비스 조직

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상 조직은 공익을 실

현하는 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 갖는 특수

성, 그 중에서도 특히 종사자들의 직무소진과 밀접하게 관계된 기관이다.

두 번째 이유는 거의 모든 사회서비스 수행 조직의 구성원들에게는 인간에

대한 이해 또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중 등이 매우 중요한 덕목인데, 인도

주의를 기관의 대표적인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인도주의

가치가 종사자들의 사회서비스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규명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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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조직 종사자의 직무소진의 영향요인

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이들 관계에 있어서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소진, 직무동기,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등의 이론적 배경

을 살펴보기 위해 서적, 연구논문, 간행물 등의 문헌연구를 조사하고 분

석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 및 구성요소들을 도

출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념 및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검증을 위해 설문지를

작성한 후 COVID-19 상황을 고려,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를 수행한다.

셋째,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6.0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다.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

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주요 개념에 관련된 주요변수들에 대

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변수간 인과관계와 조절효

과를 살펴볼 것이다.



- 4 -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

제 1 절 직무소진

1. 직무소진의 개념 및 선행연구

탈진증후군(burnout syndrome)으로도 표현되는 소진(burnout)이란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로 무

기력증․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증후군”을 말한다(두산백과).

직무소진(Job burnout)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으나 대표적인

연구자 Freudenberger(1974)에 의하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헌신적

으로 수행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인간적인 회의감과 좌절감을

겪는 피로감” 이라고 했다.

또한, Maslach & Jackson(1981)에 의하면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직

원들에게서 발생하는 ‘정서고갈’, ‘몰개성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 라고

하여 탈진(소진)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했

다. 이들 연구자들의 연구가 활성화된 80년대 이후부터 Maslach &

Jackson(1981)이 직무소진감의 측정을 위한 지표인 MBI(Maslach

Burnout Inventory)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이전보다 촉진되었다.

Maslach & Jackson(1981)에 의한 직무소진은 ‘정서고갈’, ‘몰개성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의 세 요소에 의해 정의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정서고갈(emotional exhaustion)’은 “업무로 인해 감정

적으로 지치거나 기진맥진한 느낌”을 의미하는데, 부족한 성취감, 감소된

자존감, 고객․조직․업무뿐만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그러한 태도의 심화, 만성피로, 짜증, 기진맥진한 느낌 등의 특징을 띈다.

둘째, ‘몰개성화’(depersonalization)는 “개인으로서의 조직과 고객에게

무관심한 것을 의미”하는데, 어쩔 수 없는 감정, 통제의 부족으로 인한

냉소주의, 타인에 대한 과민반응 등을 특징으로 하며 실례로 보살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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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받는 고객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응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셋째로 ‘개인적 성취감 감소(low personal accomplishment)’는 “사람들

과의 업무에서 얻는 자존감과 성공, 성취에 대해 스스로가 낮아지는 느

낌”으로 정의되며 일할 의욕과 흥미를 잃어버림, 집중력 저하, 건망증 등

자신의 일과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뜻한다.

[표 2-1] 직무소진에 대한 학자별 정의

학자 정의

국

외

Freudenbe

rger(1974)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인간적인 회의감과 좌절감을

겪는 피로감

Ma s l a c h

& Jackson

(1981)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정서적, 육체적, 정신적

반응의 총체적 탈진현상.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직

원들에게서 발생하는 ‘정서고갈’, ‘몰개성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
Grandey

(2000)

직무소진은 장기적으로 업무성과 저하 또는 이직

문제를 야기시키는 유발 요인임

국

내

선수경,

임현승,

강성옥

(2012)

소진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력을 받으

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직무 소진감은 다른 업무 영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특히 고객과

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남을 돕는 직업의 노동자들에게서 나타

나는 유해반응으로 나타났다(Peter Warr, 2011). 즉, 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직접 지속적인 접촉을 직무에서 만나는 직업군, 소위 ‘남을 돕

는 직업(helping profession)’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의사, 간호사, 교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대표적이다.

Arlie Russell Hochschild(2003)의 저서 ‘감정노동(The man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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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에 의하면 과거에는 개인의 소유이자 개인적인 관리의 대상이었던

‘감정’이 오늘날에는 사람을 대하는 직종에서 ‘노동’으로 유통된다고 했

다. 본래는 개인 고유의 영역인 사적 감정의 체계를 자본주의의 비지니

스 논리가 상업적 서비스의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감정관리를 좀 더 효

율적으로 조직해왔다. ‘진심 어린 미소’나 ‘친절’을 업무 수행 중 실행하

도록 노동자를 훈련시키거나 감독하면서 서비스와 기업의 이익 간 연결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인센티브 등을 동원하여 개인이 관리하여야

할 영역인 ‘감정’을 조직과 회사가 ‘관리’하게 되었다. Hochschild는 관리

의 대상이 된 감정노동자가 이와 같은 감정 서비스(업무)에 과몰입시에

는 감정의 마비와 소진(burnout)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타인의 요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이타주의자의 경우에는 보다

더 위험한데 그 이유는 그가 속한 집단과 집단의 복지에 더욱 안정적으

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무소진은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있어서 이렇듯 악영향

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조직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

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직무동기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사회서비스 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특히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의 영향요인으로서 직무동기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직무동기의 개념 및 선행연구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의 범위는 직원의 선발, 보수 등의 경제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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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교육훈련 등의 능력계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평가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직의 목표달성, 즉 성과창출을 위해 개인 스스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으로서 동기

(motivation) 부여 과정은 인사행정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Ryan

& Deci(2000)는 자기결정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을 통해

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라는 두 가지 하위 차원들로 정의하였

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는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나 욕구가 반영되어 있으며, 외재적 동기는 외부에

서 주어지는 보상 등의 기제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란 Lawler(1969)에 의하면 직무수행

자 자신의 업무성과 달성을 기대하며 갖는 주관적, 감정적 보상이나 적

극적 업무수행 정도로서 업무수행 자체에 내재된 특징이 주는 만족감으

로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업무통제력, 기술이나 전문지식의 활용, 업무

다양성 등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를 망라한다(Warr, 2011). Hackman &

Oldham(1976) 역시 업무의 자율성이 높거나 성과 피드백이 강할수록, 직

무가 유의미할수록 내재적 동기를 더 강하게 경험한다고 했다.

내재적 동기 중에서도 특히 공공조직 종사자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개

념으로는 공공봉사동기(PSM, Public Service Motivation)를 꼽을 수 있

다(Perry, 1996, 1997, 2000; Perry & Wise, 1990; Perry et al., 2008).

Perry & Wise(1990)에 의하면 공공봉사동기는 공공가치 실현과 공익증

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기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욕구이다.

PSM 개념 등장 후 여러 실증 연구들에서는 PSM이 정부기관(GO) 및

비영리기관(NPO) 종사자들의 지원동기, 선발기준, 조직성과와 매우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ndey & Stazyk, 2008;

Vandenabeele et al., 2018). 국내에서도 행정학을 중심으로 PSM이 정부

기관 종사자들의 지원동기와 선발기준, 조직행동 및 조직성과 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김태호·노종호,

2010; 정지수·최혜민, 2020).

단기적 관점에서 PSM은 종사자의 조직행동을 설명하는 매우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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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로 알려져있지만(Perry & Hondeghem, 2008), 장기적으로는 인

간의 다른 ‘동기’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그리고 근무환경에 따라 변

화를 겪는다. 예를 들어 Romzek & Hendricks(1982)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종사자의 경력이 쌓일수록 PSM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공익에의 헌신과 동정심, 자기희생 동기가 강한 공공기

관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너리즘에 빠져 PSM이

차츰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하게 Moynihan & Pandey(2007)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의 관료제적 형식주의를 더 심하게 경험한 업무종사

자일수록 PSM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기관이 종사자

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부여(empowerment)가 주어질수록 PSM

수준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업무관련 스트

레스 수준을 더 심하게 느끼고, 업무에 대해 심리적 탈진(burnout)을 느

끼는 공무원일수록 PSM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수·최혜민,

2020).

또한 개념적으로 PSM은 인간의 ‘동기(motive)’이며, 업무종사자의

PSM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념이다(김상묵, 2016; Perry, 1997;

Perry & Hondeghem, 2008). PSM의 개념적 정의에서 잘 드러나듯,

PSM은 이타적 관심과 전체 공동체의 복리 증진에 주요 관심을 두고 있

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가치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공적가치 실현이라는 것을 당위적 규범으로 인식

한다(Kim et al., 2013; Steen, 2008).

독립변수로서 PSM은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성과, 조직몰입, 공공부

문의 직업선택, 개인의 조직적합성, 개인성과 등의 종속변수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itz et al., 2016). 특히, 공공기관 조직구

성원의 경우 조직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준정부기관 조직구성원의 경우 동정심과 자기희생이 영향요

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PSM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혜윤·이근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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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내재적 직무동기에 대한 학자별 정의

학자 정의

Ryan &

Deci(2000)

자기결정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는

동기의 하위차원으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설명

함. 내재적 동기는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조직 구

성원들의 가치나 욕구가 반영되어 있으며, 외재적 동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 등의 기제로 인식된다고 함

Perry &

Wise(1990)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이론을 정의함.

공공조직이나 기관에 독특하게 내재되어 있는 동기에 반

응하는 개인적 경향으로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

지는 정책에 헌신하고자 하는 정서적 차원,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하는

합리적 차원, 공익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 의무를 말하는 규범적 차원으로 설명함

Lawler

(1969)

직무수행자의 자신의 업무성과 달성을 기대하며 갖는 주

관적 보상이나 감정으로 인한 적극적 업무수행 정도를

내재적 동기라고 정의함

Warr et al.

(1979)

내재적 동기는 직무수행자 스스로의 업무성과 달성으로

부터 발생하는 자기만족과 관련이 있음

Hackman

& Oldham

(1976)

직무수행자의 직무가 자율성이 높을수록, 성과에 대한 피

드백이 클수록, 직무의 유의미성을 인식할수록 직무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는 내재적 동기를 경험함

Ryan & Deci(2000)에 의하면 내재적 동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속에

서 일 자체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 만족감으로부터 발생하는 반면 외재

적 동기는 외부로부터 받는 다양한 보상이나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Warr et al.(1979)에 의하면 내재적 동기는 직무 수행자 스스로의 업무성

과 달성에서 기인하는 자기만족이며, Lawler(1969) 역시 자신의 업무성

과 달성을 기대하며 갖게 되면 주관적 보상이나 감정이며, Hackman &

Oldham(1976)은 직무 자율성 및 성과 피드백과 직무의 유의미성이 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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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내재적 동기는 커진다고 하였다.

Warr et al.(1979)에 따르면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란 업무

환경이나 보수 등의 경제적 보상이 결정적 원인인 직무동기로서 외재적 동

기가 높을수록 직원의 이직률은 낮아지고(Vallerand & Bissonnette, 1994),

다른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주며(Sheldon &

Kasser, 1995), 직장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 경제적 보상 정도

에 따라 구성원들의 이직율이 달라진다(Iverson & Roy, 1994; Inge

Houkes et al., 2003)고도 하였다.

[표 2-3] 외재적 직무동기에 대한 학자별 정의

학자 정의

Warr et al.

(1979)

외재적 동기는 주로 직무와 관련되어 업무 환경이나 보

수 등의 경제적 보상이 결정적 원인인 동기임

Vallerand &

Bissonnette

(1994)

외재적 직무동기가 높을수록 조직에서 이탈하는 직원의

수는 점점 줄어듬

Sheldon &

Kasser

(1995)

외재적 동기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점차 증진되며, 조직 구성원 스스로 보다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음

Iverson &

Roy(1994)

Inge Houkes

et al.(2003)

외재적 동기는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조건이며 경제

적 보상의 정도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가 달

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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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도주의(Humanitarianism, 人道主義)

1. 인도주의의 개념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시된 인도주의의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따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말한다. 또

한 영어사전에서의 Humanism은 인간주의, 인본주의, 인문주의, 인도주

의 등의 다의적 의미로 번역되며 인문학적인 요소가 강한 표현이다. 한

편, 근대 인도주의 운동을 선도하는 주체인 국제적십자운동(International

Red Cross & Red Crescent Movement)에서는 인도주의를 인간의 고난

예방과 경감, 생명과 건강 보호, 인간 존중, 항구적 평화증진으로 규정하

고 있다(대한적십자사, 2020).

김용상 등(2019)에 의하면 삶의 편리성과 윤택함을 견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4차 산업혁명은 오히려 인간가치 하락의 위험성을 야기하는 등

인간의 삶을 소외시키고 위협하며 이러한 시대적 위기극복의 핵심가치로

서 인도주의 원칙이 재조명되어야 하며 인간성에 기초한 인간존중이나

공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도주의 원칙은 1965년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채택

되어 192개국의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을 하나로 결속시

키는 윤리강령이자 인도주의 운동의 가이드라인인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

칙(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으로 구현되고 있다.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은 국

제적십자사연맹헌장(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에 의거 ICRC, IFRC 및 192개

각국 적십자사(National Red Cross Societies)의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



으며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은 인도주의 이상을 규범화한 것으로 국제

조약(제네바협약)과 국내법률(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 최상위에 군림하

는 근본 규범이다(김명기, 2020).

[표 2-4]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

1965년 비엔나에서 선포된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각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

위원회,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하나로 결속시키며,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계속하도록 보장한다.

인도
(Humanity)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려는 열망에서 탄생한 국제

적십자운동은 국제적, 국내적 역량을 발휘하여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

통을 덜어주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적십자 운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적십자 운동은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 우정,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공평
(Impartiality)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노력한다.

중립
(Neutrality)

적십자운동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성격을 띤 논쟁에개입하지 않는다.

독립
(Independence)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있도록 항상자율성을유지해야 한다.

자발적봉사
(Voluntary
service)

적십자운동은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단일
(Unity)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보편
(Universality)

국제적십자운동은 각 나라의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 돕는 범세계적인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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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주의(humanity) 원칙은 국제적십자운동의 7대 기본원칙

중에서 주요하며(main principle)이고 가이드라인(guideline)이자 초점(focal

point)이며, 적십자의 혼이자 정신이며(soul & spirit)이며, 이상(ideal)이고

기본개념(basic idea)이며, 동기(motivation)이고, 목표(objective)라고 했다

(김명기, 2020).

또한 영국의 국제개발 씽크탱크 HPG1)에 의하면 인도주의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욕망으로 동기화된 활동의 추상적 개념임과 동시에 인도주

의적 행위라는 긴급지원과도 같은 실천적 개념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위기에 처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피난처를 제공

하고, 병자와 부상자를 치료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돌봄

문화의 실용적인 표현으로 전 세계를 돌보는 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는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HPG, 2016: 46-47), 이러한 실천적 개념들

이 UN, 적십자, 국제NGO 등 인도주의에 기초한 주요 국제기관들의 활

동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2021, 오인수).

종합해 보면, 인도주의는 적십자가 실천하는 모든 인도적 활동에 있어

서 인도주의 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

한 철학적 원칙이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인도주의는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선정하고자 하는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철학적 원천일 뿐만 아니라 실천을 위한 행동원칙

이다.

2. 인도주의 가치경험

인도(Humanity)의 개념은 적십자 ‘운동(movement)’에 근거하는 활동

1) HPG:영국의 국제개발 씽크탱크인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이하 ODI)의 Humanitarian Policy Group(이하 HPG)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인도주의를 제안하고 있다.(2021, 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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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천의 측면에서 해석하며, ①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활동, ②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 존중을 보장하는 활동, ③ 모

든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우의,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키는 활동

등으로 접근한다. 요컨대 ‘고통경감’과 ‘생명보호’, ‘평화증진’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인류애에 대한 자발적 활동인 ‘사랑과 봉사’로 압축될 수

있다(대한적십자사, 2020).

인도주의 개념의 실천을 강조한 정의로는 첫째 사람의 생활양식과 행

동(lifestyle & behavior), 둘째 사람의 행동이 지향하는 목표(goal to

which the behavior directed)로도 표현되며(김명기, 2020), ‘사람들의 기

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인 인도적 지원

(humanitarian aid)의 실무적 정의로서 ‘인도주의적 행동(humanitarian

action)’을 정의하고 있다(손현주, 2019).

한편, 교육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경험(experience)이란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행동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서의 기술,

지식, 실천 등으로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의식적인 사실”로 정의했다. 또

한, 김지자·정지웅(2001)에 따르면 경험이란 “일반적으로 서비스 과정에

서 개인의 문화적 배경, 상황 해석, 선행 경험들과 개인이 느끼는 분위기

와 자극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교류하고 결합되어 조성되는 개인적이며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도주의 가치경험(humanitarian value

experience)’을 인도주의(humanity) 개념에 근거 하는 활동인 ‘고통경감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활동)’, ‘생명보호(생명과 건강

을 보호하고 인간 존중을 보장하는 활동)’, ‘평화증진(모든 국민 간의 상

호 이해, 우의,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키는 활동)’ 등과 관련된

관찰(교육)이나 행동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진 기술, 지식, 실천 등을 지칭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appraisal)란 이러한 인도주의 가치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주

관적이고 인지적인 반응 및 평가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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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국민 생활과 생명보호에 밀접하게 직결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에게는 고도의 봉사정신과 자기희생,

윤리적이고 청렴한 태도 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및 성과중심의 경영평가 등이 강조되면서 조직

구성원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직무압박에 노출되어 있다. Guy et al(2008)

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량과 대민업무, 감정노동 등의 업무 스트레스는 자

연스럽게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을 높이게 된다고 한다.

또한, 공공조직은 조직 생리상 기업의 운용원리와 달리 개인의 노고,

업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즉각적인 급여, 보너스 등의 금전적 보상이나 승

진 등의 리워드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직무동기가 공공조

직에서 때때로 나타나는 관료적이며 방어적인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소진

을 극복하게 하고 보다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 수행을 위해 기본개념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

음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거의 주

목하지 않았던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에 대해서 실증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조직 구성원의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를 연

구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핵심적 가치로 삼고 있는 인도주의 개

념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하고 더 나아가 조직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제

안하는 것이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라는 한정된 조직의 맥락에서 연구가

실시되는 바, 다른 공공조직들에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다른 공공서비스 조직들과 비교하여 강력한 국제적인 네

트워크, 사회복지적인 서비스의 직접적 수행역량 등의 특성이 존재하므

로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과 조직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

다. 첫째, 탈진감이나 피로감 등의 근로자의 부정적 양상인 직무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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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직무에 보다 만족하거나 몰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직문화 및

인력육성 방안에 대한 기관차원의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서

비스 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대체로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 등과 같은 외재

적 동기보다는 일의 보람이나 성취감 등의 내재적 동기가 보다 강조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실재적 현실 직면이 필요하다. 셋째, 대한적십자사는 정관에

인도주의를 명시하고 지향하는 국제적십자운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봉

사, 구호, 혈액사업, 남북협력, 공공의료사업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핵심가치인 인도주의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넷째, 입사 전 일반사회화 또는 입사

후 조직사회화 과정속에서 경험한 인도주의 가치가 직무태도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규명은 향후 인사행정의 맥락 속에서 직원 선

발 또는 직원의 직무 트레이닝에 있어서 시사점이 있을 것이며, 연구 대

상 조직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조직에 확장하여 조직 및 인적관리 측면에

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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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조직의 직원들의 직

무동기(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가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이들 관계에 인도주의 가치경험(입사 전 및 입사 후)의 조절효과

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동기를 독립변수, 직무소

진을 종속변수, 인도주의 가치경험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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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앞에서 설정한 연구의 분석틀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여섯 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조직의 공공가치 실현과 공익증진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부정적 직무태도인 직무소진을 줄여줄 수 있는 직무 동기

요인에 대해 실증하는 것인데, 직무동기는 직무소진을 잘 설명하고 예측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적자원에 대

한 관리의 범위는 직원의 선발, 보수 등의 경제적 보상, 교육훈련 등의

능력계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평가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직의

목표달성, 즉 성과창출을 위해 개인 스스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

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으로서 동기(motivation) 부여과정은

인사행정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회서비스의 소비자들을

만나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 기부자 등 다양한 사

회서비스의 후원자들을 연결하는 지점에 있는 직원들은 직무스트레스,

더 나아가 직무소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사회서비스 업계에 잘

알려진 현상으로 지적되는 바(Maslach & Jackson, 1981), 이러한 현상을

본 논문을 통해 실증하는 것은 공공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기관의 종사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위기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민첩한 문제해결 능력, 유연성과 시의성,

이전 보다 한층 고도화된 서비스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과 민

원에 대한 업무압박과 직무스트레스 등의 직무환경에 노출되며 이들에게

특히 부각되는 이슈 중 하나가 '직무소진(job burnout)’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무동기와 직무소진의 관계에 관한 가설 1을 다음과 같이 수

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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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직무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진 수준은 낮을 것이다.

가설 1-1.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내재적 동기수준이 높을수

록 직무소진 수준은 낮을 것이다.

가설 1-2.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외재적 동기수준이 높을수

록 직무소진 수준은 낮을 것이다.

사회서비스 공공조직의 종사자들은 입사 이후 뿐만아니라 입사 이전

다양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인생관이나 직업적 가치관 등이 그들의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종사자들 중 일

부는 입사 전 사회복지학, 심리상담학, 의학 또는 간호학 등의 학업이나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 또는 인류애 등의 인도주의

가치와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전

공과 일치하므로 입사전 인도주의 가치경험이 존재하겠지만, 사무직의 경

우에 입사시 전공분야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입사 이전 인도주의 가치

와 관련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전문직종을 제외한

대다수의 직원들은 입사 후에 공익적 직무 수행을 통해 비로소 인도주의

가치에 대해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조직의 핵심가치인

인도주의 가치경험에 대한 개인적 수준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인도주의

가치경험이 그들의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며

입사전과 입사후 가치경험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서 직무동기와 직무소진의 관계에 있어서 인도주의 가치경

험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2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가설 2.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 직무동기의 직무소진 감소효과는

구성원의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내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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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효과는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내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

소효과는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3.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외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

소효과는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4.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외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

소효과는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 직무소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직무소진으로 구성하였다. 직무소진을 탐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직무

소진 개념을 다차원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직의 성격이나 업무유

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직무소진을 정서고갈, 몰개성화, 개인적 성취감 저

하(Maslach & Jackson (1981))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한적십자사는 선행연구들이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

는 조직들과 그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행연구들의 직무소

진 항목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기반으로 어떠한 차원의 직무소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직무소진의 다차원성을 탐색하기 위한 설문문항들은 다음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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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종속변수의 설문문항

구 분

(문항수)
설문문항 출 처

직무

소진

(21)

나는 업무에서 종종 좌절감을 느낀다.

Maslach

&

Jackson

(1981),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

나는 업무가 끝날 때쯤 완전히 소진되어 지친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업무 관련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 피로감을
느낀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나에겐 큰 중압감이다.

나는 업무 때문에 탈진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다.

나는 나의 업무 중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느낄 때가 많다.

나는 나의 업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각박해지고 있음을
걱정한다.

나는 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고객들의 감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나는 고객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나는 나의 업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고 느끼지 못한다.

나는 내가 매우 열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고객들과 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나는 고객과의 긴밀한 업무를 마치고 난 후에 희열감을
느끼지 못한다.

나의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수행해 왔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고객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다.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고 난 후로 사람들에게 더욱 냉담
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주위사람들이그들자신의문제에대해나를비난하는것같다.

나는 고객들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고객들을 다루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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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 직무동기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직무동기로서 Ryan & Deci(2000)는 이를 크게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직무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Wollack 등(1971), 이용규,정석환(2005), Harter(1981)이

제시한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독립변수의 설문문항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독립변수의 설문문항

구 분

(문항수)
설문문항 출 처

직
무
동
기
(9)

외
재
적

동
기
(5)

나는 우리 조직이 적절하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Wollack
등

(1971),
이용규,
정석환
(2005)
Harter
(1981)

나는 나의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성과에 대해 대체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
고 생각한다.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일한 만큼 대체로 적절한 보수를 받는다고 생
각한다.

내
재
적

동
기
(4)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수행하는 업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조절변수 :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이다. 인도주의 가치는

대한적십자사의 설립목적이나 비전에 명시된 특수한 정신적인 핵심 가치

이자 실천적 행동의 근거를 제공하는 정수(essence)이다. 인도주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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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한다는 것은 봉사활동, 기부 및 나눔 활동으로 표상되는, 쉽게 말

해 ‘타인을 돕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대한적십자사의 종사자들은 입

사전 자원봉사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업을 통해 일부 경험할 수 있으

며, 입사후에는 이와 같은 경험을 직무로서 만나고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주의 경험과 관련하여 ‘입사 전’과 ‘입사 후’로 구분지어

측정하였으며, 인도주의 경험의 만족감이나 유익성 등에 대한 ‘개인적 평

가’로서 입사 전 및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조절변수의 설문문항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조절변수의 설문문항

구분(문항수) 설문문항

인
도
주
의

가
치
경
험

평
가

(15)

입사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6)

입사 전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이 현재 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입사 전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은 나에게 대
체로 만족스러웠다.

나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에게 입사 전 인도주의 교
육 경험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사 전 인도주의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현재
의 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입사 전 인도주의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나에
게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나는 내가 속한 조직구성원에게 입사 전 인도주의
활동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사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9)

입사 후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이 현재 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입사 후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은 나에게 대
체로 만족스러웠다.

나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에게 입사 후 인도주의 교
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사 후 직무로서 경험한 인도주의 활동은 현재 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입사 후 직무로서 경험한 인도주의 활동은 나에게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나는 내가 속한 조직구성원에게 입사 후 직무로서 인
도주의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사 후 직무 외 인도주의 활동 참여는 현재 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입사 후 직무 외 인도주의 활동 참여 경험은 내게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나는 내가 속한 조직 구성원에게 직무 외적인 인
도주의 활동 참여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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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변수가 구성원의 인식 측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성

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직급, 직군, 근무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통제변수의 보기문항은 다음 [표 3-4]과 같다.

[표 3-4] 통제변수의 보기문항

구 분 보기문항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근속연수
① 5년 미만 ② 5 ∼ 10년 미만 ③ 10 ∼ 20년 미만

④ 20 ∼ 30년 미만 ⑤ 30년 이상

직급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7급

직종

① 사무직 ② 교육직 ③ 의무직 ④ 연구직 ⑤ 약무직

⑥ 간호직 ⑦ 보건직 ⑧ 이공직 ⑨ 기술직 ⑩ 기능직

⑪ 특수경력직 ⑫ 기타( )
보직수행

여부
① 보직 ② 비보직

더미 처리한 변수들의 기준 집단(reference group, 0)은 성별은 남성,

학력은 대졸 이하, 사무직, 비보직, 사업부서 등이며, 근속연수, 직급 등

은 서열변수 형태 그대로 투입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3-11]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투입 형태 더미 처리

성별 더미변수 남성(0), 여성(1)

학력 서열변수 -

근속연수 서열변수 -

직급 서열변수 -

직종 더미변수 사무직(0), 비사무직(1)

보직수행여부 더미변수 비보직(0), 보직(1)

직무부서 더미변수 사업부서(0), 지원부서(1)

[표 3-5] 통제변수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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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사회적 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공공의료, 사회봉사, 재난안전, 혈액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대한적십

자사의 직원들의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이들 관계에 있어서 조직의 핵심가치인 인도주의 가치경험이 미치는 조

절효과를 아우르는 종합적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대한적십자사를 연구 대상 조직으로 정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상 조직이 공익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 갖는 특수성, 그 중에서도 특히 종사

자들의 직무소진과 밀접하게 관계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적십

자사는 1905년 고종황제의 칙령(제47호)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후 1949년

에 공포된「대한적십자사조직법」(법률제25호)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재

조직되었으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7년 기타공

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회계를 중심으로 기관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데, 크게는 일반회계, 병원회계, 혈액회계로 나누

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회계 분야는 국내외 재난이재민 구호사업,

위기가정 지원 등 사회봉사사업, 남북사업, 청소년 및 성인 자원봉사자

관련 사업,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동포지원사업, 국제인도법 보급사업 등

이며, 병원회계는 주로 적십자병원 및 희망진료센터 등의 공공의료사업

을, 혈액회계는 헌혈장려, 혈액수급 및 공급 등이 주요한 사업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서비스 조직인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3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국가·지

방자체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

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에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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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사업들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 열악한 직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점차 다각화되고 대형화되는 재난

양상, 예컨대 풍수해, 지진 등의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사회적 재난,

최근 COVID-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감염병 등과 같은 신종

재난 등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기이다. 또한 사회봉사와 같

이 재난이 아닌 평시적 업무에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첩한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가 수반됨과 동시에 모금기관으로서 사회협력기관 등의 제안과

니즈에에 따라 대응해야 하므로 업무의 유연성 및 시의성이 매우 중요하

다. 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고 볼 수 있고 쉽게 말해 짧은 시간 내에 갑작스러운 많은 업무들을 처

리해야 하므로 이는 결국 과도한 업무 과중과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둘

째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위급상황을 해결하고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의무와 더불어 적십자회비 등의 기부금에 대

한 공명정대하며 신속한 집행이 당연시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긴급지

원, 심리상담 등과 같이 수혜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직무의 경우 수

혜자들로부터 한층 고도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 질을 요구받고 있다. 셋

째로 이러한 고도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감정

노동 등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고 간혹 운영개선 및 고충 사항에 대한

민원으로 발전하게라도 되면 이 또한 행정업무의 과중과 직무 스트레스

로 이어지므로 직무만족, 직무몰입이나, 직무열의 등의 긍정적 직무태도

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공공서비스 종사자

들에게 특히 부각되는 이슈 중 하나는 ‘직무소진(job burnout)’이다.

대한적십자사를 연구 대상 조직으로 정한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대한적십자사는 조직의 목적 자체를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

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든 적십자 사업과 활동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는 대한적십자사 뿐만아니라 전세계 적십자운

동체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조직의 근원이자 핵심적 개념



- 27 -

인 인도주의 가치가 종사자들의 사회서비스 수행에 있어서의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의미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인 대한적십자사의 종사자

들은 상당 부분 사회봉사 또는 보건·의료 계열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helping profession 및 대면서비스 종사자이므로 직무 소진에 대한 연구에

적합한 대상군이라 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helping profession 및 대

면서비스 관련 직무는 다음의 [표 3-6]과 같다.

[표 3-6] 대한적십자사의 helping profession 직무

회계구분 대한적십자사 helping profession 직무 관련사업

일반

이재민 구호활동, 봉사회(자원봉사자, 강사회, 청

소년적십자 단원 및 지도자 등) 조직관리, 봉사

자 인정 및 예우, 자원봉사자 및 직원 교육, 재

난심리상담,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위기가정 긴

급지원 및 결연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회봉사

(봉사자 및 수혜자) 관련 민원, 국제구호활동,

이산가족 상봉 및 생존 이산가족 관리, 원폭 피

해자 및 사할린동포 복지지원, 기부자 모집 및

예우 업무 등

구호·

사회봉사·

RCY·

국제협력·

남북교류·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동포

복지사업·

모금

혈액

문진 및 채혈업무, 헌혈자 관리, 헌혈 캠페인,

단체(기업)헌혈 유치, 헌혈자 인정 및 예우, 조

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및 홍보, 혈액수급

관리, 헌혈증 기증관리 등

혈액사업

병원

진료, 간호, 의료사회복지 서비스(희망진료센터

등을 통한 난민, 취약계층 외국인, 행려환자 등

무료 진료), 건강검진 사업 등

병원사업·

희망진료

센터

출처: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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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한적십자사는 법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의료, 사회봉사, 구호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로 수행하는

공공조직이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에게는 여타 공공기관 직원들

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적 책임감이나 윤리적 행동 규범 이상의

고도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십자운동의 모든 주체, 즉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

맹 및 각국 적십자사들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국제적십자운동기본

원칙(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에 있어서 인도주의 가치(humanitarian value)는 인도주의

(humanity)를 중심으로 기술된 일곱 가지 세부원칙으로 표현되어 있는

윤리강령(code of ethics)이자 적십자의 실천적 활동(actions)들을 떠받드

는 정신의 핵심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십자 운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조직법(법률 제25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207호)

및 대한적십자사 정관에도 ‘인도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인

도주의가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존재 목적이자 적십자의 개별 사업들이

추구해야 할 제1의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의 [표 3-7]은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에 명시된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표 3-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명시된 인도주의 원칙

구분 내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법률제25호)

제1장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

원칙에 따른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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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에서 업무 영역으로 삼고 있는 인도주의 사업 범주는 [표

3-8]와 같이 조직법 정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음의

인도주의 활동들을 수행(대한적십자사, 2020)한다. 대한적십자사 종사자

들은 각각의 업무 영역에서 [표 3-9]에서 열거한 주요 사회서비스를 제

공함과 동시에 직무 및 [표 3-10]에서 열거한 인도주의 가치교육 및 보

급활동을 통해 일차적으로 인도주의 가치경험을 체득하고 있다.

[표 3-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상 인도주의 사업 범주

구분 내용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2)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

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

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 목적에는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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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대한적십자사의 주요사회서비스 목록3)

구분 주 요 내 용

재난구호

사업

선재적 재난대응 및 긴급구호 활동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재난이재민 긴급구호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관련 구호활동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사업

․재난현장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운영

․재난이재민 및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재난심리회복 지원

희망풍차

사업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의 위기극복 지원활동

․위기가정 ‘긴급지원’

․지역사회 결연을 통한 정서적 안정 ‘결연지원’

․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맞춤지원’

안전사업 ․국민안전교육 (응급처치, 생존수영 등)

국제 및

남북협력

사업

․해외 재난 긴급구호 및 개발협력사업

․아시아․태평양지역 재난복원력 역량강화

․이산가족 지원사업 (화상상봉시스템 구축,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등)

․국제적십자사사연맹을 통한 북한 인도협력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

인도주의

보급 및

활동가양성

․인도주의 연구․보급을 위한 학술연구 및 콘텐츠 제작

․국제인도법 연구 및 보급 사업

․적십자 봉사원 조직운영 및 청소년적십자(RCY) 육성

의료 및

혈액사업

․적십자병원 운영 및 감염병 전담병원 진료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 (희망진료센터 등)

․안정적인 수혈 혈액 확보를 위한 혈액사업

기타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심리적 안정 및 건강돌봄 사업)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

출처: 대한적십자사 2020 사업보고서

3) 대한적십자사는 조직법 제7조(사업)에 근거하여 다음의 인도주의 활동들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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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가치 교육 및 보급활동

구분 인도주의 가치 관련 주요 프로그램 (대상자)
인도주의 가치

관련 편성

직원

교육

․신입직원 입문과정 (입사 후 1년 이내)

적십자운동의

이해, 역사,

기본원칙 등

․직원역량강화과정 (6급 2년차 이상)

․초급관리자 역량개발과정 (5급 4년차 이상)

․중급관리자 역량개발과정 (4급 3년차 이상)

․고급관리자 역량개발과정Ⅰ(팀장보임 1∼2년차)

․고급관리자 역량개발과정Ⅱ (3급 3∼5년차)

․최고관리자 역량개발과정 (2급 이상 기관장급)

인도주의

리더십 등

자원

봉사자

교육

․기본교육 (등록 자원봉사자 전체)
적십자운동의

이해

․보수교육 (기본교육 이수 후 3년 경과)

인도주의 이념,

국제적십자운

동의 이해

․리더교육 (각급 봉사회임원)
적십자운동의

이해

청소년

교육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인도주의 교육’

(HEY, Humanitarian Education for Youth) : 10차시

기본원칙 기반

(참여형 교육)

․RCY 길라잡이 (30차시)
적십자운동의

이해, 인도법

․어린이 조선일보 ‘인도주의 리터러시’ 인도주의이념등

인도주의

이념

보급

․인도법 교육 (e-learning, Summer & Winter Course)

․찾아가는 인도주의 교실 (휴머니타리안 북클럽 등)

․‘세계 인도주의 날’ 기념 행사 (8.19)

- 국제인도주의학술회의, 인문학강연회, 다큐멘터리상영회등

․출판 및 영상제작 (솔페리노의 회상 등)

인도주의 이념,

인도법 등

자료제공: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출처: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대한적십자사의 직원들은 입사 이후 뿐만 아니라 입사 이전 다양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인생관이나 직업적 가치관 등이 그들의 직무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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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입

사 전 학업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인도주의 가치와 관련된 경험을 하

기도 하고 대부분은 입사 후에 공익적 직무를 통해 인도주의 가치에 대

해 경험한다. 그러므로 대한적십자사의 직원들의 인도주의 가치경험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도

주의 가치경험은 그들의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연구 대상 조직인 대한적십자의 회계별 종사 인원은 일반회계가 455

명, 병원사업은 993명, 혈액사업은 2,392명 등 3,840명인데, 전 직원(1급

∼7급)중 약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개인을 분석 단위로 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중 대표적인 기관인 대한적십

자사의 직원들의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

고, 이들 관계에 있어서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다.

먼저 직무동기의 두 영역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직무소진 및

인도주의 가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서적, 연구

논문, 정기 간행물, 보고서 등 선행 연구문헌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022년 2월 10일 기준 대한적십자사 1∼7급 직원 약 33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응답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응답자가 알고 있는

다른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에게 설문조사 협조를 부탁하는 방식, 즉 눈덩

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코로나19 바이러

스 확산 우려를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을 사용

하였다. 그 결과 총 299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결과는 [표3-11]

과 같다(전체 직원 3,840명 중 7.8%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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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성별 및 직급별 설문 응답률

구분
성별 기준 직급 기준

남 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상자 1,419 2,421 25 67 175 1,033 1,211 447 882

응답자 142 157 2 13 50 105 67 28 34

응답률 10% 6% 8% 19% 29% 10% 6% 6% 4%

전체 응답자들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에 대해 모두 유효한 응답을 한

응답자(즉 결측값을 리스트와이즈(listwise) 삭제방식으로 제거한 후)는

총 272명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version 26)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직무소진, 직무동기, 인도주의 가치경험 등 개념을 측정하는 변

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들이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앞서 제시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정제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조절변수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

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 방향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투입, 조절변수 투입, 상

호작용항 투입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투입

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산출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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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항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수행하였다. 조사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투

입하였으며, 일부 변수들은 더미 처리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은 독립변수 투입, 조절변수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상호작용항 투입으로 인

한 설명력 증가량과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유의한 경우 조절효과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조절효과를 직관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Hayes의 Process 매크로(Hayes, 2017)를 활용하여 조절변수 수

준에 따른 독립변수의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 검증을 실시하고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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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타당도 검증 및 신뢰도 분석

1.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점검하고 직무소진의 다차원

성을 탐색해 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은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적용하여

추출된 요인을 회전하였다. 요인적재량이 0.50 미만인 경우 타당도를 저

해하는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고, 교차적재의 경우 문항단위 교차적재는

타당도 저해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요인단위 교차적재는 구성문항을 검

토하여 제외 및 수용여부를 결정하였다.

총 45개의 문항 중 직무소진의 1개 문항과 직무동기의 1개 문항은 교

차적재 되었으므로 제외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단위 교차적재를 배제한 후 43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문항들은 분산 설명력 68.80%에서 7개의 요인으

로 적재되었으며, 요인적재량도 모두 0.50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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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설문문항
추출된 요인

1 2 3 4 5 6 7

입사 후 경험평가-1 0.849 -0.108 -0.14 0.171 -0.112 0.142 0.102

입사 후 경험평가-2 0.828 -0.071 -0.104 0.21 -0.131 0.069 0.173

입사 후 경험평가-3 0.819 -0.048 -0.133 0.162 -0.137 0.081 0.223

입사 후 경험평가-4 0.818 -0.138 -0.078 0.264 -0.007 0.18 -0.074

입사 후 경험평가-5 0.817 -0.128 -0.164 0.121 -0.069 0.152 0.193

입사 후 경험평가-6 0.808 -0.105 -0.107 0.139 -0.022 0.11 0.167

입사 후 경험평가-7 0.796 -0.046 -0.141 0.227 -0.134 0.032 0.203

입사 후 경험평가-8 0.762 -0.159 -0.106 0.257 0.011 0.225 -0.077

입사 후 경험평가-9 0.691 -0.063 -0.036 0.293 -0.129 0.154 -0.133

업무소진-1 -0.073 0.808 0.246 -0.059 0.036 -0.044 -0.055

업무소진-2 -0.093 0.760 0.358 -0.028 -0.008 -0.087 0.014

업무소진-3 -0.054 0.759 -0.004 0.006 0.168 0.085 -0.249

업무소진-4 -0.061 0.734 0.072 -0.029 0.243 -0.054 -0.2

업무소진-5 -0.22 0.715 0.268 -0.093 0.081 -0.237 0.112

업무소진-6 -0.122 0.701 0.175 0.036 0.192 -0.074 -0.236

업무소진-7 -0.186 0.657 0.318 -0.05 0.072 -0.228 0.119

업무소진-8 -0.028 0.654 0.027 -0.042 0.199 0.019 -0.165

관계소진-1 -0.102 0.181 0.79 -0.092 0.204 -0.087 -0.064

관계소진-2 -0.046 0.165 0.786 0.021 0.014 0.099 -0.083

관계소진-3 -0.186 0.165 0.769 -0.038 0.115 -0.047 -0.123

관계소진-4 -0.268 0.055 0.764 -0.008 0.148 -0.093 -0.005

관계소진-5 -0.044 0.228 0.609 -0.049 0.338 0 0.267

관계소진-6 -0.025 0.226 0.574 -0.024 0.467 -0.132 0.234

관계소진-7 -0.166 0.327 0.561 -0.088 0.352 -0.141 0.118

관계소진-8 -0.072 0.381 0.495 0.034 0.331 -0.04 0.06

입사 전 경험평가-1 0.234 -0.027 -0.006 0.874 -0.082 0.001 0.044

입사 전 경험평가-2 0.267 -0.024 -0.043 0.851 -0.074 0.001 0.084

입사 전 경험평가-3 0.122 -0.011 -0.045 0.846 0.018 0.04 0.134

입사 전 경험평가-4 0.173 -0.05 0.057 0.814 -0.055 0.017 0.065

입사 전 경험평가-5 0.315 -0.027 -0.073 0.728 -0.028 0.136 -0.076

입사 전 경험평가-6 0.362 -0.048 -0.086 0.723 0.063 0.103 -0.119

가치소진-1 -0.136 0.175 0.325 -0.031 0.780 -0.011 -0.13

가치소진-2 -0.164 0.274 0.336 -0.012 0.688 -0.107 -0.058

가치소진-3 -0.085 0.315 0.266 -0.071 0.688 -0.163 0.158

가치소진-4 -0.287 0.253 0.38 -0.097 0.573 -0.098 -0.039

내재적 동기-1 0.297 -0.121 -0.043 0.008 -0.138 0.763 0.225

내재적 동기-2 0.147 0.026 -0.083 0.129 -0.097 0.752 0.105

내재적 동기-3 0.092 -0.134 -0.041 0.079 0.073 0.682 -0.026

내재적 동기-4 0.189 -0.028 -0.092 -0.05 -0.128 0.638 0.370

내재적 동기-5 0.347 -0.204 0.113 0.1 -0.322 0.560 0.370

외재적 동기-1 0.209 -0.244 0.097 0.025 0.016 0.181 0.720

외재적 동기-2 0.075 -0.144 -0.014 0.128 0.053 0.129 0.688

외재적 동기-3 0.268 -0.162 -0.058 -0.027 -0.039 0.288 0.594

고유값 6.963 5.209 4.697 4.434 2.973 2.920 2.390

분산설명력% 16.193 12.114 10.924 10.313 6.913 6.79 5.558

누적분산% 16.193 28.307 39.23 49.543 56.456 63.246 68.804

KMO=.892, Bartlett's test χ2 = 8798.006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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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관련 세부 설문 문항

문항구분 세부설문문항

입사 후 경험평가-1 입사 후 직무로서 경험한 인도주의 활동은 현재 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입사 후 경험평가-2 입사 후 직무 외 인도주의 활동 참여는 현재 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입사 후 경험평가-3 입사 후 직무로서 경험한 인도주의 활동은 나에게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입사 후 경험평가-4 나는 내가 속한 조직구성원에게 입사 후 직무로서 인도주의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사 후 경험평가-5 입사 후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이 현재 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입사 후 경험평가-6 입사 후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은 나에게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입사 후 경험평가-7 입사 후 직무 외 인도주의 활동 참여 경험은 내게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입사 후 경험평가-8 나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에게 입사 후 인도주의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사 후 경험평가-9 나는 내가 속한 조직구성원에게 직무 외적인 인도주의 활동 참여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업무소진-1 나는 업무 때문에 탈진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소진-2 나는 나의 업무 중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느낄 때가 많다.

업무소진-3 나는 업무가 끝날 때쯤 완전히 소진되어 지친다.

업무소진-4 나는 아침에 일어나 업무 관련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 피로감을 느낀다.

업무소진-5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나에겐 큰 중압감이다.

업무소진-6 나는 나의 업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각박해지고 있음을 걱정한다.

업무소진-7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다.

업무소진-8 나는 업무에서 종종 좌절감을 느낀다.

관계소진-1 나는 내가 고객들을 다루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소진-2 나는 고객들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소진-3 나는 주위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관계소진-4 나는 고객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다.

관계소진-5 나는 고객들의 감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관계소진-6 나는 고객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관계소진-7 나는 나의 업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느끼지 못한다.

관계소진-8 나는 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입사 전 경험평가-1 입사 전 인도주의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현재의 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입사 전 경험평가-2 입사 전 인도주의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나에게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입사 전 경험평가-3 입사 전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은 나에게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입사 전 경험평가-4 입사 전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이 현재 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입사 전 경험평가-5 나는 내가 속한 조직구성원에게 입사 전 인도주의 활동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사 전 경험평가-6 나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에게 입사 전 인도주의 교육 경험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치소진-1 나는 내가 매우 열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치소진-2 나는 고객과의 긴밀한 업무를 마치고 난 후에 희열감을 느끼지 못한다.

가치소진-3 나는 고객들과 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치소진-4 나의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림. ‘입사 전 경험평가’란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입사 후 경험평가’란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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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직무소진 관련 측정문항은 크게 3집단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서 종종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업무 중 진퇴양

난에 빠졌다고 느낄 때가 많다’ 등의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설문 문항이었기에, ‘업무소진(work burnout)’이라

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내가 고객들을 다루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한다’거나 ‘나는 고객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다’ 등의 문항들

은 주로 고객 등과 관련된 인간관계적 소진과 관계된 바, ‘관계소진

(relationship burnout)’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많은 가치 있는 일들

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매우 열정적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의 문항들은 직무와 관련되어 스스로의 존중감이나 가치 있음이

소실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므로 ‘가치소진(self-respect burnout)’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2. 신뢰도 분석

앞선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Cronbach’s α를 계산하여 문항들 간에 내적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하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70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3]와 같으며, 모든 주요 변수의

Cronbach’s α 값이 0.7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3]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문항수 크론바흐 알파

종속변수 업무소진 8 0.912

관계소진 8 0.892

가치소진 4 0.873

독립변수 내재적 동기 5 0.826

외재적 동기 3 0.750

조절변수 입사 전 경험평가 6 0.922

입사 후 경험평가 9 0.954

알림. 총문항수는 4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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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통계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4]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47.5%, 여성이 52.5%로 여성이 약간 더 많았다. 학력의

경우 대졸(학사)이 76.9%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석사)이 19.4%, 대졸미만이

2.7%, 대학원졸(박사)이 3%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40대가 40.1%로 가장 많

았고 30대가 29.8%, 50대가 21.4%, 20대 이하가 8.7% 순이었다. 직급은 4급이

35.1%로 가장 많았고, 5급 22.4%, 3급 16.7%, 7급 11.4%, 6급 9.4%, 2급 4.3%,

1급 0.7% 순이었다. 보직 여부는 보직자가 58.9%로 비보직 41.1%보다 많았다.

근속연수는 10∼20년 미만이 33.4%로 가장 많았고, 20∼30년 미만이 29.1%, 5∼

10년 미만이 16.1%, 5년 미만이 12.7%, 30년 이상이 8.0%, 무응답이 0.7% 순이

었다. 사회봉사, 구호, 청소년, 모금·홍보, 교육연수, 인도법연구소, 복지, 헌혈개발,

채혈, 병원 진료·약제·검진·간호 등 사업부서가 59.5%로 기획, 인사, 총무, 경영, 정

책, 운영, 수품센터, 정보, 혈액제제·공급·관리, 헌혈증진, 병원운영 및 관리 등 지

원부서 40.5%에 비해 높았다.

[표 4-4]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명 구분　 빈도 % 변수명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142 47.5

직급

1급 2 0.7

여성 157 52.5 2급 13 4.3

학력

대졸미만 8 2.7 3급 50 16.7

대졸(학사) 230 76.9 4급 105 35.1

대학원졸(석사) 58 19.4 5급 67 22.4

대학원졸(박사) 3 1.0 6급 28 9.4

직종

사무직 223 74.6 7급 34 11.4

보건의료
(간호, 보건, 의무) 62 20.7

근속
연수

5년 미만 38 12.7

5∼10년 미만 48 16.1기타
(기능, 기술 등)

14 4.7
10∼20년 미만 100 33.4

보직
여부

비보직 176 58.9 20∼30년 미만 87 29.1
보직 123 41.1

30년 이상 24 8.0

연령대

20대 이하 26 8.7
(무응답) 2 0.730대 89 29.8

40대 120 40.1 직무
부서

사업부서 178 59.5

50대 64 21.4 지원부서 121 40.5
N = 299. 응답자의 연령, 직급, 근속연수의 경우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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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주요 변수들의 수준 및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4-5]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수준을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직무소진에 속하는 업무

소진은 평균 2.83, 관계소진은 평균 2.07, 가치소진은 2.23으로 리커트 5

점척도 기준 중간값(3)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직무동기에 속하는 내재적 동기는 평균 3.68로 보통수준 보다 조금 높았

고, 외재적 동기는 3.05로 보통수준이었다. 입사 전 인도주의 경험평가는

평균 3.30으로 평균수준이었고 입사 후 인도주의 경험평가는 평균 3.64로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의 분포를 왜도와 첨도를 통해 살펴보면, 왜도의 절대값이

2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7 미만이면 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 모든 주요 변수들은 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유효
응답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업무소진 299 1.00 5.00 2.83 0.77 0.11 0.05

관계소진 299 1.00 4.75 2.07 0.63 0.87 1.60

가치소진 299 1.00 4.50 2.23 0.76 0.47 0.21

내재적 동기 299 1.00 5.00 3.68 0.63 -0.71 1.36

외재적 동기 299 1.00 5.00 3.05 0.74 -0.26 -0.36

입사전인도주의가치경험평가 272 1.00 5.00 3.30 0.77 -0.61 1.07

입사후인도주의가치경험평가 299 1.00 5.00 3.64 0.73 -0.6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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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상관계수(r)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6]와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직무소진 중 하나인 업무소진은 관계소진(r =

.531, p < .001), 가치소진(r = .544, p < .001)등과 유의미한 정적

(positive)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적 동기(r = -.314,

p < .001), 외재적 동기(r = -.331, p < .001),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

험 평가(r = -.158, p < .001),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r =

-.316, p < .001) 등과는 유의미한 부적(negative)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무소진에 속한 다른 변수인 관계소진의 경우 가치소진(r = .687,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내재적 동기(r = -.214,

p < .001),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r = -.146, p < .05),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r = -.323, p < .001)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소진에 속한 또 다른 변수인 가치소진의 경우 내재적 동기(r =

-.340, p < .001), 외재적 동기(r = -.161, p < .01), 입사 전 인도주의 가

치경험 평가(r = -.194, p < .001),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r =

-.373, p < .001) 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직무동기에 속한 변수인 내재적 동기는 외재적 동기(r =

.471, p < .001),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r = .225, p < .001),

입사 후 인도주의 경험 평가(r = .477, p < .001) 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직무동기에 속한 또 다른 변수인 외재적 동기는 입사 전 인

도주의 가치경험 평가(r = .157, p < .001),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r = .353, p < .001) 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에 속한 변수인 입사 전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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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경험 평가는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r = .521, p < .001)

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의 크기를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

는데,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0.8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

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중 가장 큰

값은 0.68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

단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 발생여부는 나중에 제시된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면서 분산팽창계수(VIF)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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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상관분석

변수명

직무소진 직무동기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업무소진 관계소진 가치소진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입사전인도주
의

가치경험평가

입사후인도주
의

가치경험평가

직무소진

업무소진 1.000

관계소진 .531*** 1.000

가치소진 .544*** .687*** 1.000

직무동기
내재적 동기 -.314*** -.214*** -.340*** 1.000

외재적 동기 -.331*** -0.068 -.161** .471*** 1.000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입사 전인도주의
가치경험평가

-.158*** -.146* -.194*** .225*** .157*** 1.000

입사 후인도주의
가치경험평가

-.316*** -.323*** -.373*** .477*** .353*** .521*** 1.000

* p < .05, ** p < .01, *** p < .001. N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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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설 검증

1.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세부가설 1-1 및 1-2를 검증하기 위해 직무동기가 세 가지

차원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세 가지 회귀모형의 모형 검정통계량(F값)이 모두 p < .001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는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모든 차원의 직무소

진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R2이 0.133 ∼ 0.234의

범위를 나타내어, 약 13.3%부터 23.4%의 모형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응답자의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세 가지 종속변수(업무소진, β

=-.171, p < .01; 관계소진, β = -.204, p < .01; 가치소진, β =-.302, p

< .001)에서 모두 낮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외

재적 동기가 높을 경우 업무소진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β =-.224, p < .001), 관계소진과 가치소진의 경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동기 중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의 세 차원이 모두

낮아지는 반면, 외재적 동기의 경우 업무소진 차원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은 세 차원에서 모두 지지된 반면, 가설 1-2은 업무

소진 차원에서만 지지되어 일부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만 지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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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직무동기가 세 차원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업무소진 관계소진 가치소진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2.406 0.372 1.59 0.325 2.026 0.36

성별 (여성=1) 0.167 0.097 0.111+ -0.034 0.085 -0.026 -0.064 0.094 -0.042

근속연수 -0.004 0.006 -0.053 -0.014 0.005 -0.198** -0.024 0.006 -0.286***

교육수준 0.100 0.102 0.062 0.127 0.089 0.094 0.154 0.099 0.096

직급 0.027 0.045 0.048 0.07 0.039 0.145+ 0.038 0.043 0.067

직종(비사무직=1) 0.201 0.111 0.116 0.168 0.097 0.115 0.309 0.108 0.179**

보직여부(보직=1) -0.036 0.097 -0.023 0.123 0.084 0.095 0.036 0.094 0.023

직무부서(지원부서=1) 0.097 0.087 0.063 0.112 0.076 0.087 0.086 0.084 0.056

내재적 동기 -0.206 0.078 -0.171** -0.208 0.068 -0.204** -0.362 0.076 -0.302***

외재적 동기 -0.229 0.066 -0.224*** 0.065 0.058 0.075 0.041 0.064 0.041

R2 0.19 0.133 0.234

F 6.759*** 4.427*** 8.842***

알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N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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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의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재적

및 외재적 직무동기가 세 차원의 직무소진(업무소진, 관계소진, 가치소

진)에 미치는 영향이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를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1) 업무소진 차원의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의 조절효과

먼저 업무소진 차원에서의 조절효과 테스트 결과는 [표 4-8]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들에 조절변수의 주효과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R2값

이 0.190에서 0.204로 0.014만큼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ΔF = 2.254, p = ns). 상호작용 효과

항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R2 증가는 0.009에 그쳤고,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ΔF = 0.746, p = ns)나타났다. 즉 입

사 전 및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는 직무동기가 업무소진에 미

치는 효과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는 업무소진 차

원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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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의 조절효과(종속변수: 업무소진)

1단계: 독립변수 투입 2단계: 조절변수 투입 3단계: 상호작용항 투입 VIF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2.406 0.372 2.529 0.375 2.503 0.38

성별 (여성=1) 0.167 0.097 0.111+ 0.172 0.097 0.114+ 0.179 0.098 0.118+ 1.371

근속연수 -0.004 0.006 -0.053 -0.004 0.006 -0.053 -0.004 0.006 -0.052 1.752

교육수준 0.1 0.102 0.062 0.097 0.102 0.06 0.103 0.103 0.064 1.333

직급 0.027 0.045 0.048 0.004 0.046 0.007 0.004 0.046 0.007 2.112

직종(비사무직=1) 0.201 0.111 0.116+ 0.166 0.112 0.096 0.148 0.113 0.086 1.37

보직여부(보직=1) -0.036 0.097 -0.023 -0.057 0.097 -0.037 -0.05 0.097 -0.032 1.295

직무부서(지원부서=1) 0.097 0.087 0.063 0.096 0.087 0.063 0.096 0.087 0.063 1.044

내재적 동기 -0.206 0.078 -0.171** -0.145 0.083 -0.120+ -0.135 0.084 -0.112 1.587

외재적 동기 -0.229 0.066 -0.224*** -0.207 0.066 -0.203** -0.213 0.067 -0.209** 1.408

입사 전 가치경험 평가 -0.01 0.065 -0.01 -0.015 0.067 -0.015 1.501

입사 후 가치경험 평가 -0.144 0.08 -0.139+ -0.138 0.083 -0.133 2.1

내재적 동기×입사 전 가치경험 평가 0.051 0.103 0.046 2.831

외재적 동기×입사 전 가치경험 평가 0.032 0.096 0.027 2.116

내재적 동기×입사 후 가치경험 평가 0.074 0.108 0.067 3.132

외재적 동기×입사 후 가치경험 평가 -0.065 0.106 -0.055 2.528

R2 0.19 0.204 0.213

△R2 0.014 0.009

F 6.759*** 5.993*** 4.577***

△F 2.254 0.746

알림. * p < .05, ** p < .01, *** p < .001. N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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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소진 차원의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관계소진 차원에서의 조절효과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들에 조절변수의 주효과를 추가적으로 투입

한 결과 R2값이 0.133에서 0.172로 0.039만큼 증가하였고, 그 증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ΔF = 6.073, p < .01). 구체적으

로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의 경우 관계소진의 증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β = .021, p = ns),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관계소진 수준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β = -.254, p < .01).

상호작용 효과항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R2는 0.019만큼 더 증가하였

지만, 네 개의 상호작용 효과항 추가로 인한 모형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 = 1.472, p = ns). 그러나 상호작용 테스트 결과에

서 확인할 수 있듯, 내재적 동기의 관계소진 감소 효과는 입사 후 인도

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β = -.198, p

< .05). 아울러 통상적 통계적 유의도(p = .05)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높을수록 외재적 동기는 관계소

진을 다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52, p < .10). 따라서, 가설

2-2와 2-4가 관계소진의 차원에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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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의 조절효과(종속변수: 관계소진)

1단계: 독립변수 투입 2단계: 조절변수 투입 3단계: 상호작용항 투입 VIF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1.59 0.325 1.763 0.323 1.837 0.325

성별 (여성=1) -0.034 0.085 -0.026 -0.028 0.083 -0.022 -0.002 0.084 -0.002 1.371

근속연수 -0.014 0.005 -0.198** -0.014 0.005 -0.192** -0.015 0.005 -0.214** 1.752

교육수준 0.127 0.089 0.094 0.119 0.088 0.087 0.1 0.089 0.074 1.333

직급 0.07 0.039 0.145+ 0.039 0.039 0.08 0.032 0.04 0.067 2.112

직종(비사무직=1) 0.168 0.097 0.115 0.12 0.096 0.082 0.116 0.097 0.08 1.37

보직여부(보직=1) 0.123 0.084 0.095 0.093 0.083 0.072 0.105 0.083 0.081 1.295

직무부서(지원부서=1) 0.112 0.076 0.087 0.113 0.075 0.088 0.119 0.075 0.092 1.044

내재적 동기 -0.208 0.068 -0.204** -0.121 0.072 -0.119+ -0.135 0.072 -0.133+ 1.587

외재적 동기 0.065 0.058 0.075 0.096 0.057 0.112+ 0.085 0.058 0.098 1.408

입사 전 가치경험 평가 0.018 0.056 0.021 0.006 0.058 0.008 1.501

입사 후 가치경험 평가 -0.221 0.069 -0.254*** -0.184 0.071 -0.211** 2.1

내재적 동기×입사 전 가치경험 평가 0.100 0.088 0.108 2.831

외재적 동기×입사 전 가치경험 평가 -0.004 0.082 -0.004 2.116

내재적 동기×입사 후 가치경험 평가 -0.183 0.092 -0.198* 3.132

외재적 동기×입사 후 가치경험 평가 0.154 0.091 0.152+ 2.528

R2 0.133 0.172 0.191

△R2 0.039 0.019

F 4.427*** 4.867*** 3.988***

△F 6.073** 1.472

알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N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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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에서 나타난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Hayes의 Process 매크로(Hayes, 2017)를 이용하여, 입사 후 인도주의 가

치경험 평가수준을 ‘평균’ 및 ‘평균 ± 1표준편차’ 수준에 따라 내재적 동

기 및 외재적 동기의 관계소진 감소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

다.

우선 내재적 동기와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4-10]와

[그림 4-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0]에서 나타나듯, 입사 후 인도

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경우에는 내재적 동

기의 관계소진 감소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B = -.001, 95% CI,

[-0.194, 0.192]),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수준이 평균수준일 경

우 통상적 통계적 유의도 수준을 완화하여 평가할 때 내재적 동기의 관

계소진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고(B = -.135, 95% CI, [-0.277, 0.007]), 입

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클 경우에는

뚜렷한 내재적 동기의 관계소진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B =

-.269, 95% CI, [-0.466, -0.073]). 해당 패턴은 [그림 4-1]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즉 가설 2-2는 관계소진의 차원에서 지지되었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B SE 95% LLCI 95% ULCI

내재적 동기

-1SD -0.001 0.098 -0.194 0.192

Mean -0.135+ 0.072 -0.277 0.007

+1SD -0.269** 0.100 -0.466 -0.073

[표 4-10]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에 따른 내재적 동기

의 조건부 효과(종속변수: 관계소진)

알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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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에 따른 내재적 동기

의 조건부 효과(종속변수: 관계소진)

다음으로 외재적 동기와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사이의 상호

작용 효과를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4-11]와 [그림 4-2]와 같다. [표 4-11]에서 나타나듯,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거나(B = -.028, 95% CI,

[-0.211, 0.155]) 평균수준인 경우에는(B = .084, 95% CI, [-0.029, 0.198])

외재적 동기는 관계소진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을

경우, 응답자의 외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관계소진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

다(B = .197, 95% CI, [0.034, 0.360]). 즉 가설 2-4는 관계소진의 차원에

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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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조절변수 B SE 95% LLCI 95% ULCI

외재적 동기

-1SD -0.028 0.093 -0.211 0.155

Mean 0.084 0.058 -0.029 0.198

+1SD 0.197* 0.083 0.034 0.360

[표 4-11]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에 따른 외재적 동기

의 조건부 효과(종속변수: 관계소진)

알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2]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에 따른 외재적 동기

의 조건부 효과(종속변수: 관계소진)

3) 가치소진 차원의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의 조절효과

끝으로 가치소진 차원에서의 조절효과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들에 조절변수의 주효과를 추가적으로 투입

한 결과 R2값이 0.234에서 0.265로 0.030만큼 증가하였고, 그 증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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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ΔF = 5.303, p < .01). 구체적으

로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의 경우 가치소진의 증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β = .021, p = ns),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가치소진 수준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β = -.195, p < .01).

상호작용 효과항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R2는 0.032만큼 더 증가하였

으며, 이 증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 = 2.908, p

< 05). 상호작용 테스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내재적 동기의 가치

소진 감소효과는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높은 응답자들

에게서는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β = .235, p < .01),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높은 사람에게서는 통상적 통계적 유의도

수준을 완화할 경우 테스트할 경우 외재적 동기의 가치소진 감소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β = -.148, p < .10). 다음으로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높을수록 내재적 동기의 가치소진 감소효과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 반면(β = -.294, p < .01), 외재적 동기의 가치소진 감소

효과는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β = .191, p < .05).



- 54 -

[표 4-12]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의 조절효과(종속변수: 가치소진)

1단계: 독립변수 투입 2단계: 조절변수 투입 3단계: 상호작용항 투입 VIF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2.026 0.36 2.205 0.359 2.382 0.357

성별 (여성=1) -0.064 0.094 -0.042 -0.056 0.093 -0.037 -0.041 0.093 -0.027 1.371

근속연수 -0.024 0.006 -0.286*** -0.024 0.006 -0.287*** -0.026 0.006 -0.309*** 1.752

교육수준 0.154 0.099 0.096 0.152 0.098 0.095 0.117 0.097 0.073 1.333

직급 0.038 0.043 0.067 0.004 0.044 0.007 -0.013 0.044 -0.022 2.112

직종(비사무직=1) 0.309 0.108 0.179** 0.259 0.107 0.150* 0.266 0.106 0.154* 1.37

보직여부(보직=1) 0.036 0.094 0.023 0.004 0.093 0.003 0.014 0.092 0.009 1.295

직무부서(지원부서=1) 0.086 0.084 0.056 0.084 0.083 0.055 0.093 0.082 0.061 1.044

내재적 동기 -0.362 0.076 -0.302*** -0.273 0.08 -0.228*** -0.27 0.079 -0.226*** 1.587

외재적 동기 0.041 0.064 0.041 0.073 0.064 0.072 0.058 0.063 0.057 1.408

입사 전 가치경험 평가 -0.031 0.062 -0.031 -0.07 0.063 -0.072 1.501

입사 후 가치경험 평가 -0.2 0.076 -0.195** -0.175 0.078 -0.170* 2.1

내재적 동기×입사 전 가치경험 평가 0.256 0.097 0.235** 2.831

외재적 동기×입사 전 가치경험 평가 -0.174 0.09 -0.148+ 2.116

내재적 동기×입사 후 가치경험 평가 -0.321 0.102 -0.294** 3.132

외재적 동기×입사 후 가치경험 평가 0.227 0.1 0.191* 2.528

R2 0.234 0.265 0.297

△R2 0.03 0.032

F 8.842*** 8.438*** 7.146***

△F 5.303** 2.908*

알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N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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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에서 나타난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Hayes의 Process 매크로(Hayes, 2017)를 이용하여, 내재적 및 외재적 동

기와 입사 전 및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패턴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입사 전 및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을 ‘평균’ 및 ‘평균±1표준편차’으로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한 후,

내재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가 가치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각 수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가 내재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

의 가치소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는 아래의 [표 4-13]와 [그림 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표

4-13]에서 나타나듯,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의 가치소진 감소효과가 매우 뚜렷

하게(B = -.467, 95% CI, [-0.674, 0.260]),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수준이 평균수준일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치소진 감소효

과가 확인된 반면(B = -.270, 95% CI, [-0.427, -0.114]), 입사 전 인도주

의 가 치경험 평가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클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

의 가치소진 감소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74, 95% CI,

[-0.295, 0.147]). 해당 패턴은 [그림 4-3]의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4-13]에서 나타나듯,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경우에는 외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가치

소진이 더 크게 나타났던 반면(B = 0.192, 95% CI, [0.012, 0.372]),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수준이 평균수준이거나(B = 0.058, 95% CI,

[-.067, 0.183])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을 경우에는(B = -0.076, 95% CI,

[-.266, 0.115]) 외재적 동기는 가치소진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패턴은 [그림 4-3]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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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조절변수

(입사 전

경험평가)

B SE 95% LLCI 95% ULCI

내재적 동기

-1SD -0.467*** 0.105 -0.674 -0.260

Mean -0.270*** 0.079 -0.427 -0.114

+1SD -0.074 0.112 -0.295 0.147

외재적 동기

-1SD 0.192* 0.091 0.012 0.372

Mean 0.058 0.063 -0.067 0.183

+1SD -0.076 0.097 -0.266 0.115

[표 4-13]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에 따른 내재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의 조건부 효과(종속변수: 가치소진)

알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3]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에 따른 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의 조건부 효과(종속변수: 가치소진)

다음으로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가 내재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의 가치소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하여 분석

한 결과는 아래의 [표 4-14]와 [그림 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표

4-14]에서 나타나듯,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의 가치소진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B = -.034, 95% CI, [-0.247, 0.178]),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

험 평가 수준이 평균수준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치소진 감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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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확인된 반면(B = -.270, 95% CI, [-0.426, -0.113]), 입사 후 인도주

의 가치경험 평가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클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

의 가치소진 감소효과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 -.505, 95% CI, [-0.721, -0.289]). 해당 패턴은 [그림 4-4]의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4]에서 나타나듯,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수준이 평

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수준이거나(B = -0.109, 95% CI, [-0.310, 0.093])

평균 수준인 경우(B = 0.058, 95% CI, [-0.067, 0.183]) 외재적 동기가 가

치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

험 평가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을 경우 외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가치소진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224, 95% CI,

[0.045, 0.403]). 해당 패턴은 [그림 4-4]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치소진의 차원에서 가설 2-2와 2-4는 지지되었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입사 후

경험 평가)

B SE 95% LLCI 95% ULCI

내재적 동기

-1SD -0.034 0.108 -0.247 0.178

Mean -0.270*** 0.079 -0.426 -0.113

+1SD -0.505*** 0.110 -0.721 -0.289

외재적 동기

-1SD -0.109 0.102 -0.310 0.093

Mean 0.058 0.063 -0.067 0.183

+1SD 0.224* 0.091 0.045 0.403

[표 4-14]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에 따른 내재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의 조건부 효과(종속변수: 가치소진)

알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 58 -

[그림 4-4]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에 따른 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의 조건부 효과(종속변수: 가치소진)

3.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및 논의

1) 결과 요약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공공조직인 대한적십자사 구성원을 대

상으로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들 관계에

있어서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표 4-15]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직무소진의

세 가지 차원인 업무소진, 관계소진, 가치소진(업무소진, β =-.171, p <

.01; 관계소진, β = -.204, p < .01; 가치소진, β =-.302, p < .001)에 모

두 내재적 동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업무소진(β =-.224, p < .001)만이 유의미하게 낮아져

서 가설 1-1은 직무소진의 세 차원 모두에서 지지되었으며, 가설 1-2는

직무소진 차원 중 업무소진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

의 수준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본 결과,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의



- 59 -

수준은 부분적으로만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내재적 동기의 직무소진에 대한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

가 세 가지 차원에서 모두 기각되었고(가설 2-1), 내재적 동기의 직무소

진에 대한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의 조절효과는 관계소진 및

가치소진의 차원에서 부분 채택되었다(가설 2-2). 또한, 내재적 동기의

직무소진에 대한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는 세 가치 차원

에서 모두 기각되었고(가설 2-3), 외재적 동기의 직무소진에 대한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는 관계소진의 차원에서만 부분 채택

(가설 2-4)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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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지지여부

가설 1.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직무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진 수준은 낮을

것이다.

가설 1-1.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내재적

동기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진 수준은 낮을 것

이다.

업무소진, 관계소진,

가치소진 차원

모두에서 지지

가설 1-2.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외재적

동기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진 수준은 낮을 것

이다.

업무소진

차원에서만 지지

가설 2.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직무동기의

직무소진 감소효과는 구성원의 인도주의 가치

경험 평가수준이 긍정적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

날 것이다.

가설 2-1.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내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효과는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긍정적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

날 것이다.

업무소진, 관계소진,

가치소진 차원

모두에서 기각

가설 2-2.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내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효과는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긍정적일수록 더 강하게 나

타날 것이다.

관계소진, 가치소진

차원에서만 지지

가설 2-3.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외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효과는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긍정적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

날 것이다.

업무소진, 관계소진,

가치소진 차원

모두에서 기각

가설 2-4.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종사자의 외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효과는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수준이 긍정적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

날 것이다.

관계소진

차원에서만 지지

[표 4-15] 가설 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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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1)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조직 구성원은 직무수행을 통해 직무만족, 직무소진이나 직무스트레스

의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직무태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직무동기와

직무소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정적 직무태도 변수인 직무소진의 영향

을 미치는 원인변수에 관한 분석결과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내재적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이는 종속변수인 직무소진의 세 차원인 업무소진, 관계소

진과 가치소진 모두에 해당되었다. 즉, 내재적 동기 수준이 높다면 만약

업무적인 영역이든 동료나 고객 등 인간관계의 영역이든 자아존중감이나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영역이든 세 가치 차원 모두의 직무소진 수준은

낮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직무소진의 영향 요인으로서 내재적

동기는 세 가지 차원의 소진을 모두 낮추는데 강력하면서도 중요한 요인

임이 밝혀졌다.

반면 구성원의 외재적 동기는 오직 ‘업무’ 차원의 직무소진에만 작용

하는 영향요인으로 지지되었다. 즉, 일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승진이나 보

수, 성과의 보상 등과 관련된 외재적 동기는 일 자체에 대한 탈진감, 피

로감 또는 스트레스 등 업무와 관련된 직무소진에 대해서만 뚜렷한 효과

를 나타내었다. 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관계소진’이라든가 스스로의 가

치와 관련된 ‘가치소진’에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즉, 외재적

동기는 인간관계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차원의 직무소진에는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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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도

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

우선,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도주의 가치경험

은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결과와

원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효과에 있어서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는 직무소진의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기각되었다.

즉, 구성원이 입사 전 경험한 인도주의적 경험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내

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 효과는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입사 후’에 경험한 인도주의 경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

록 내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 효과는 ‘관계소진’과 ‘가치소진’의 영역

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입사 후 직무를 통해 만나게 된 인도주

의적 경험이 긍정적이라면 고객이나 동료 등과 같은 인간관계 또는 스스

로의 가치 차원에 관련된 탈진감을 크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효과는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

험의 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업무, 관

계, 가치 소진에서 모두 기각 되었다. 반면,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

의 조절효과는 ‘관계소진’ 차원에서는 지지되었다. 이는 입사 후 직무로

서 만나게 되는 인도주의 가치경험이 긍정적이었다면, 외재적 동기가 사

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탈진감이나 피로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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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연구 의의를 지닌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회서비스 공공조직의

직무소진의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

과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구성원의 직무소진이나 직무스트레스 또는 직무

만족 등 직무태도에 대한 연구 사례는 공무원조직이나 경찰조직 등과 비

교해 볼 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이어질

사회서비스 공공조직에 대한 후속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둘째, 인도주의 혹은 인도주의 활동 경험 등 인도주의 가치경험에 대

한 연구가 매우 드물었다. 인도주의가 추상적이고 심오한 철학적 개념이

라기 보다는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실제로 대한적십자사의 조직 구성원들이 인도주의

핵심가치를 직무로서 만남과 동시에 실천을 통해 스스로 내재화한 인도

주의 가치경험에 대해 자가 평가하여 그 수준을 측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평가수준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그 조절

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검증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연구였다. 특히 인도주의가 핵심가치인 기

관에서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효과를 검증한다는 것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특히 ‘입사 전’의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평

가수준과 ‘입사 후’의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평가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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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 또는 입사 후에 경험한 인도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직무

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해 줄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자의 가설과 달리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평가수준은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모두 직무소진에 대한 영향에서 큰 조절효과를 갖지 못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입사 후의 인도주의 가치경험에 대한 평가

가 긍정적일수록 내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 효과 중 ‘관계소진’ 및 ‘가

치소진’의 영역에서는 유의미했고, 외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 효과 중

‘관계소진’ 차원에서는 지지되었다. 이는 대한적십자사 뿐만아니라 인도주

의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다양한 조직에 대한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연구대상기관 역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들과 마찬가지로 종

사자들의 내재적 동기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의 수준은 낮았다. 연구

결과 외재적 동기수준은 직무소진의 세 가지 차원 중 오직 ‘업무’ 차원의

직무소진만을 낮추었다. 이는 급여에 대한 만족감이나 승진 등의 보상체

계와 관련된 외재적 직무동기는 오직 업무영역의 소진만을 유의미 하게

줄여주며, 사람들간의 관계(관계소진)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치소진)에

관련된 직무소진을 줄여주지는 못했다는 의미이다. 공공조직의 여건 상

제한된 승진기회 또는 보수 체계하에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직무태도

를 견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해결은 외재적 동기보다는 위에 열거한 내

재적 동기부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직무소진을 예방하거나 낮추기 위해서는 내재적 동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적십자사

는 이를 참고하여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조직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성취감, 업무에 대한 자부심 및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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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한 자신감 등을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에 대한 자기결정권

을 확보할 수 있도록(Ryan & Deci, 2000) 업무자율성 부여, 적임 업무배

치 등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

둘째, Warr(2011)에 의하면 직무소진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 중 하나

는 개인의 감정 성향인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일에 대한 감정은 일 자체

와 그들의 성격의 함수라고 밝힌바 있다. 즉, 특정 사건들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따라 직무에 대한 소진의 양상

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소진에 대한 대응을

개인적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직무소진은 구성원들의 직무 과정속

에서 발현된 것임을 인식하여 직무소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직적 차원의

종사자를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PSS(Psyco-Social Support, 심리

사회적지지), PFA (Psycological First Aid, 심리적 응급처치) 프로그램 등

의 적용은 규정상 종사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고, 무엇보

다도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개발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적용도 장려

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등의 직접적 피해자에게 거의 집

중되어 있다. 물론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

지만, 특히 심리적인 트라우마의 트리거(trigger)로 작용할 위험이 있는

대형재난이나 국가적 집단 감염병 긴급대응 및 복구 등의 개입 직후에는

간접적 피해자인 구호 참여 종사자들에게도 반드시 적용하여 지원함으로

써 종사자들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알아본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평가수준은

‘입사 전’ 보다는 ‘입사 후’가 유의미했다. 이는 입사 전 이미 인도주의

가치에 대해 경험한 이해나 실천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

을 기각시킨 결과로서 입사 전의 전공이나 사전 경험이 직무동기의 직무

소진에 대한 영향을 크게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입사 후

에 직무로서 경험한 인도주의 교육이나 실천경험 등이 직무동기의 직무

소진에 대한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였다. 즉, 입사 전 교육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인도주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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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강조하기 보다는 ‘입사 후’ 구성원들이 인도주의 가치에 대한 긍정

적인 이해와 실천 경험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직무를 통해 맞닥뜨리게

되는 직무소진의 부정적 영향을 줄여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세

부적으로는 입사 후 인도주의 경험의 평가수준이 긍정적일수록 내재적

동기의 ‘관계소진’ 및 ‘가치소진’의 감소효과와 외재적 동기의 ‘관계소진’

감소효과가 컸다는 결론이다. 즉, 조직구성원에게 인도주의 실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더욱 부여할 수 있도록 인사조직의 차원에서의 직무 모

니터링과 그를 통한 직무배치 및 직무순환을 보다 면밀하게 시행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러나, 병원회계나 혈액회계 전문직종의 구성원들의 직무

배치에 있어서 특히 숙련성 및 전문성 확보의 명목으로 동일직무에 수년

간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 경우 다양한 직무배치 또는 직무순환

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일반회계도 포함하여 특히 직원들에

대한 인도주의 가치 교육에 대해 보다 세심한 설계 및 확대가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앞서 살펴 본 연구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사회서비스 공공조직 중에서도 대한적십자사

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회서비스 공공조직으로 확대하여 일반

화 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연구대상의 사회서비스 공공조

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응답자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비밀보장을 사전에 약속

하고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밀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따라

서 ‘바람직한 응답 성향’에 대한 완벽한 배제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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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구성원을 고르게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었

다. 향후에는 표본의 층화추출 등의 방식을 도입한다면 연구의 한계성을

다소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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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조직 종사자 직무소진의

영향요인 연구」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기꺼이 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저의 위 석사학위 논문 연구와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직무태도의 영향요인 및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효과 등을

측정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저에게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며, 또한 대한적십자사의 발전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처리 되어 순수하게 저의 논문 연구에만 사용

되며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본 설문지 자체가 무

기명 방식이기 때문에 귀하의 응답 내용은 타인이 절대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 구 자 : 김 기 현

지도교수 : 엄 석 진

( 작성요령 )

1. 각 설문항목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난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

으로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대답하려 하지 마시고,

귀하의 실제 느낌이나 생각을 사실 그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3. 본 설문지에는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내용의 문항이 있을 수 있으나,

그에 관계없이 모든 문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4. 소요시간은 10~15분이며, 응답을 제출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므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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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설문문항에 대해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개인적 목표들은 대부분 직무와 연
관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 시간의 대부분을 직무에 할애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
들은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인생에서 내 직무는 중요하게 여
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 직무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 직무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으
며, 관심사의 대부분은 내 직무로부터 나
온다.

① ② ③ ④ ⑤

1-9. 현재의 내 직장은 내 전체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0. 나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은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높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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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설문문항에 대해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우리 조직이 적절하게 승진의 기회
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나의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나의 성과에 대해 대체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가 일한 만큼 대체로 적절한 보
수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내가 수행하는 업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내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내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
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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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설문문항에 대해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나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다른 사람과 공공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내가 관여했던 공공사업으로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공공봉사가 시민으로서 내 

의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의미있는 공공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공공조직 직원은 사익에 

반할지라도 사회 전체에 최선인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측은하다는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남과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종종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사회적 약자의 딱한 처지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3-1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11. 나는 사회를 위해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3-12. 나는 개인적 성취보다 

사회공헌에서 더 큰 의미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3-13. 나의 개인적인 일보다 공공조직 

직원으로서 사회의 의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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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의 설문문항에 대해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나는 업무에서 종종 좌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업무가 끝날 때쯤 완전히 소진되

어 지친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아침에 일어나 업무 관련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 피로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4.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나에겐 큰 중압감이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업무 때문에 탈진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6.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는 나의 업무 중 진퇴양난에 빠졌다

고 느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는 나의 업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각

박해지고 있음을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4-9. 나는 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10. 나는 고객들의 감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11. 나는 고객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

루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12. 나는 나의 업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느끼지 못한

다.

① ② ③ ④ ⑤

4-13. 나는 내가 매우 열정적이라고 생각하

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14. 나는 고객들과 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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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설문문항에 대해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5. 나는 고객과의 긴밀한 업무를 마치고

난 후에 희열감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16. 나의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가치 있

는 일들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17. 나는 고객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

다.
① ② ③ ④ ⑤

4-18.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고 난 후로 사

람들에게 더욱 냉담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19. 나는주위사람들이그들자신의문제에대해

나를비난하는것같다.
① ② ③ ④ ⑤

4-20. 나는고객들의문제에너무깊이관여하고있

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21. 나는내가고객들을다루는방법에문제가있

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5-2. 현재 내 업무량은 이전보다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3. 내가 업무 수행하는 중에 충분한 휴식

(짬)이 주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4. 직장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78 -

설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5. 내 업무는 창의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6.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

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① ② ③ ④ ⑤

5-7.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는 결

정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5-8. 내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5-9. 내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10. 내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11.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

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별

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5-12. 직장 사정이 불안하여 내 미래가 불확

실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13. 내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5-14.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

진, 부서배치 등)가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5-15.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16.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있으며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17.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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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입사 전과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입니다. 

인도주의 정책 씽크탱크 HPG(Humantiarian Policy Group)에 의하

면, ‘인도주의’란 ‘타인을 돕고자 동기화된 추상적인 개념이나 타인을 

돕는 지원과 행위를 의미하는 실천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인도주의 가치경험’이란 사회봉사, 구호, 청소

년사업, 공공의료, 헌혈 등 타인의 돕는 행위와 관련된 교육과 활동 경험

을 의미합니다. 

   #6-1 ~ #6-3 : 이에 대해 경험의 가부 여부를 체크(ü)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설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8. 내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

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지 않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19.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

각하면서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5-20. 내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5-21. 나는 회식자리가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5-22. 나는 회사에서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

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23. 우리 직장의 분위기는 권위적이고 수

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24. 우리 직장에서는 남성, 여성이라는

성별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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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예 아니오

6-1. 나는 입사 전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① ②

6-2. 입사 후 직무로서 인도주의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6-3. 입사 후 직무가 외에 별도의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자원봉사 또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① ②

#6-4 ~ #6-9 : 다음은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에 대한 평소 느낌

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4. 입사 전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이 

현재 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5. 입사 전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은 

나에게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6-6. 나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에게 입사 전 인

도주의 교육 경험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7. 입사 전 인도주의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

험은 현재의 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8. 입사 전 인도주의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

험은 나에게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6-9. 나는 내가 속한 조직구성원에게 입사 전 인

도주의 활동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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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18 : 다음은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에 대한 평소 느낌

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0. 입사 후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이 

현재 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11. 입사 후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은 

나에게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6-12. 나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에게 입사 후 

인도주의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13. 입사 후 직무로서 경험한 인도주의 

활동은 현재 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14. 입사 후 직무로서 경험한 인도주의 

활동은 나에게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6-15. 나는 내가 속한 조직구성원에게 입사 후 

직무로서 인도주의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16. 입사 후 직무 외 인도주의 활동 참여는 

현재 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17. 입사 후 직무 외 인도주의 활동 참여 

경험은 내개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6-18. 나는 내가 속한 조직구성원에게 직무 

외적인 인도주의 활동 참여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만 세

8.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 82 -

9. 귀하의 직급은?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7급

10. 귀하께서 입사하신 년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년

11. 귀하의 직군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우신가요?

① 사무직 ② 교육직 ③ 의무직 ④ 연구직 ⑤ 약무직 ⑥ 간호직

⑦ 보건직 ⑧ 이공직 ⑨ 기술직 ⑩ 기능직 ⑪ 특수경력직 ⑫ 기타( )

12. 귀하의 현재 직무는 다음 중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① 사업부서

(예: 사회봉사, 구호, 청소년, 모금·홍보, 교육연수, 인도법연구소, 복지,

헌혈개발, 채혈, 병원 진료·약제·검진·간호 등)

② 지원부서

(예: 기획, 인사, 총무, 경영, 정책, 운영, 수품센터, 정보, 혈액제제

·공급·관리, 헌혈증진, 병원운영 및 관리 등)

12-1. 귀하의 직무별 근무기간은 대략 몇 년쯤 되시는지요? (대략,

년수로 표시)

① 사업부서 ( 년) ② 지원부서( 년)

13. 귀하의 현재 소속 회계는?

① 일반회계 ② 병원회계 ③ 혈액회계 ④ 기타회계

13-1. 귀하의 회계별 근무 기간 대략 몇 년쯤 되시는지요? (대략, 년

수로 표시)

① 일반회계( 년) ② 병원회계( 년) ③ 혈액회계( 년)

④ 기타회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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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하의 보직 유무는?

① 보직 ② 비보직

1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학사) ③ 석사학위 취득 ④ 박사

학위 취득

15-1. 위의 질문에서 ⓶∼⓸로 응답한 경우 귀하의 전공은 어떠신지

요?

⓵ 인문학(어문계열, 역사학, 철학 등)

⓶ 사회과학(사회복지학, 정치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언론학 등)

⓷ 자연과학(수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

⓸ 의료·보건학(간호학, 의학, 물리치료학, 임상병리학 등)

⓹ 공학(기계공학, 전기전자학 등)

⓺ 예술·체육학(음악, 미술, 체육 등)

⓻ 사범대학(교육학, 교육심리 등)

⓼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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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society becomes mature, public services have been

emphasized with more attention and become more advanced, which

demands better human capital and more heightene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public organizations or public institutions.

The Korean Red Cross, a social service provider directly

related to social welfare such as public health care, social service,

disaster relief, and blood donation sector, was selected as the target

institution for this study. The Korean Red Cross has several

obligations. In sudden crises such as diversified and large-scaled

disasters, it is expected to minimize the associated damages

immediately. Under normal situations, it is obligated to conduct social

services. Additionally, it should succeed in fundraising. Under the

variety of obligations, workers in the Korean Red Cross are

vulnerable to the possibility of job burnout, such as complaints,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services that face people such as blood donors,

patients, and welfare recipients.

Based on such concerns, this thesis investigated how job

motivation affects job burnout for workers of the Korean Red Cross,

and how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s.

Specifically, job motivations (both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were posited as cause of workers’ feelings of job burnout

(specifically, three dimensions: work burnout, relationship burnout, and

self-respect burnout), and how such relationship is moderated by

workers’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evaluation (both before and

after joining the institution)

Main findings are provided below: First, there were generally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workers’ motivations and job burnout.

Specifically, the higher the intrinsic motivation a worker show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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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the job burnout s/he feels. Such patterns are detected across

all of three dimensions of job burnout. However,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external motivation and their burnout

was detected only in the dimension of work burnout.

Second, workers’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evaluation

part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motivation and job

burnout. Although the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before joining

the institution faile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motivation and job burnout, the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after

joining the institution succeeds to moderate seve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rinsic motivation and relationship or self-respect

burnout. Such patterns of moderation effect shows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exhaustion or fatigue

related to human relations or self-respect were augmented among

those who have stronger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after joining

the institution.

Based on the main findings, this thesis derives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lower job burnout, public

institutions pay more attention on internal, rather than external,

motivation. In other words, more effective HR efforts of institutions

are needed, meaning members of the institution can secure a sense of

achievement, pride in work, work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in

work.

Second, recognizing that job burnout occurred not at the

individual level but in the job process of members, psychological

recovery programs such as PSS (Psychosocial Support) or PFA

(Psychological First Aid), operated by the Korean Red Cross, should

be applied to aid workers to drive resilience.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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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joining the institution was more significant than before joining

the institution, meaning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after joining

the institution can better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job burnout.

Based on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thesis put

thre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job burnout of social service public

organizations, which were rarely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hows follow-up studies on social service public organization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Second, studies on humanitarian or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s were less executed. However, as shown in this thesis,

better working public institutions demand members who internalized

humanitarian, the core value of the organization, evaluated and

measured the level of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s.

Third, this thesis clearly shows the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s and job

burnout.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role of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that had been hardly been received

theoretical attention.

Keywords: motivation, job burnout,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Korean Red Cross

Student Number: 2021-2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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