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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서 여성의 수적인 증가 뿐 아니라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개선되

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은 불리한 조직구조와 관행 속에서 남성과 상이한 경험

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기가 조직몰입에 작용하는 과정에서의 성별차이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이와 함께 동기(내재적･외재적 동기, 무동기, 주입적 동기, 
공공서비스 동기)와 조직몰입(정서적, 규범적, 지속적 몰입)의 다차원적 구조에 

주목하여 보다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서울시 25개 

구청 소속 5급에서 9급 공무원 7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
구결과, 동기에 있어서 성별차이는 공공서비스 동기(남성>여성)를 제외하고 발

견되지 않았다. 조직몰입에 있어서 정서적, 규범적 몰입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

았으며, 지속적 몰입은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동기요인에 있어서 남성(무동기(-)>공공서비스>주입적 동기)과 여성(무동기

(-)>내재적>주입적 동기)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동기의 다차원이 

조직몰입의 세 가지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력도 성별에 따라 차별적임을 발

견하였다. 이상의 결과가 여성인력의 활용은 물론 효과적인 조직관리에 갖는 

의미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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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직 내 여성의 비율이 미미했던 과거에는 여성인력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

련하지 않아도 전체 인력 활용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

의 증가속도와 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생산성의 손실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행정학 분야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관심이 증가하

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여성공무원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이나 이에 대

한 이론적 접근의 대부분이 공직에서의 여성비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

향이 있다. 그러한 노력이 충분한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에 진입한 여성의 동기부여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며 이를 조직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여성이 공직에 진입한다는 것만으로 정부생산성에 기여하는 인

적자원이 될 수는 없으며, 조직과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몰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에서 여성인력의 실질적인 활용과 관련한 또 하나의 우려는 여성관리자

의 수적인 증가에 집중되는 관심은 여성공무원 자신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여성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개입이 가능하지만 장기적

으로는 공직에 진입한 비관리직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통해 능

력을 발휘하게 하고, 장차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 본질적인 접근이다. 이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관리자로서 일할 수 있

는 여성인재 풀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동

기부여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6급 이하의 중*하위직 공무원의 동기부여

가 조직몰입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성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공직의 구조, 관행, 문화 등으로 인해 공직에서의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

는 남녀공무원 간 비교는 현실성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이분법적 접근을 주축으로 하는 기존연구에 더하여 동기의 차원

을 무동기, 주입적 동기 및 공공서비스 동기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동기가 조

직몰입에 작용하는 차별적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cf. Malhotra, 
2008).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공직에서 여성과 남성 간 동기부여의 정도나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동기

부여 방안의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상의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론적으

로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첫째, 다차원적 동기와 조직몰입에 있



동기의 다차원적 구조와 조직몰입: 성차(性差)를 중심으로 한 시론적 접근 ∙ 219

어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가? 즉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동기

의 각 차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그러한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에 있어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그러한 결과가 조직관리 

및 여성공무원의 효과적인 활용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개념적 논의 

1) 동기의 다차원성 

동기는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대부분 인간의 행동을 작동시키고, 그러한 행동

을 일정 방향으로 이끌며, 지속시키는 내적인 힘이다(Steers & Porter, 1991). 전
통적으로 동기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 동기 외에 여타의 동기차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인
간의 의지가 반영된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동기 유형에 대한 접근이 

대표적이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b; Ryan & Connell, 1989).
Deci와 Ryan(1985)은 자기결정이론에 입각한 통제와 자율성 정도에 따라 동

기를 무동기, 외재적 동기, 주입적 동기, 통합적 동기, 내재적 동기의 다차원으

로 구분하였다. 우선 무동기(amotivation)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이 가

져올 결과와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a; 김아영･오순애, 2001). 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결여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무력감과 통제력의 결여

(Ryan & Deci, 2000a b)와 목표의식의 부재(Pelletier, et. al., 1997)를 특징으로 한

다.1) 둘째, 외재적 동기는 처벌을 회피하거나 외적 요구 및 보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기결정성이 없이 행동을 한다

는 점에서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다(Malhotra, et. al., 2008; 고수일･한주희, 
2005). 셋째, 주입적 동기(introjected motivation)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

1) 무동기와 저동기 간 관계 정립의 필요성이 있다. 무동기를 논의한 연구는 무동기를 동

기를 구성하는 한 차원(dimension) 또는 동기의 한 유형(type)으로 규정한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a; Pelletire, et. al., 1997). 이에 반해 저동기는 정도

(degree) 또는 수준(level)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동기를 구성하는 모든 

차원에서 저동기는 논의될 수 있다. 즉 외재적 동기가 낮은 상태, 또는 내재적 동기가 

낮은 상태 등이 그러한 예가 된다. 저동기와 무동기의 관계는 동기가 낮은 것이 탈 

동기화(de-motivation)가 아니라 동기와 탈-동기화는 다른 차원의 구성개념이라는 논의

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Gilbert & Walk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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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죄책감, 불안 등과 같은 내적인 압박으로 인해 행동하는 것이다. 이는 어

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의 외부적 압력(예: 비난, 죄책감, 불안 등)에 대한 자

기-부과적 대응이다(Ryan & Connell, 1989; Malhotra, et. al., 2008). 따라서 일견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위의 원천이 행위 그 자체로 인

한 기쁨이 아니라 외적 압력에 있다는 점에서 내재적 동기와 다르다(DeCharms, 
1983; 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a b; 김아영･오순애, 2001). 넷째, 
통합적 동기(integrated motivation)는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가치와 합치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a b).2) 마지막으로, 내재적 동기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즐
거움과 성취감 등이 행위의 기초가 된다(Ryan & Connell, 1989; Deci & Ryan, 
1995; Ryan & Deci, 2000a). 

이러한 동기에 더하여 공공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가 논의

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동기차원으로 공무원은 민간영역 종사자

와는 달리 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열망에 따라 동기부여 

된다(Perry & Wise, 1990; Houston, 2000; 김상묵, 2003,2005; 이근주, 2005b; 박순

애, 2006). 따라서 공공서비스동기는 ‘공공부문 특유의 동기요인으로 공공기관이

나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혹은 고유하게 나타나는 동기에 부응하려는 개인의 경

향’으로 정의된다(Perry & Wise, 1990). 공공서비스동기는 크게 합리적, 규범적, 
감정적 차원으로 구성된다(Perry and Wise, 1990). 합리적 차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가 결국 개인의 이익으로 전환되고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는 인지적 판단이다. 공공서비스동기의 규범적 차원은 공익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충성 및 사회적 형평성 등 사회적 의무에 대한 도덕적 몰입이다. 
감정적 차원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의적(affective) 대응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

한 동정과 희생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동기는 구체적으로 공공정

책에 대한 관심, 공익에 대한 헌신, 동정심 및 자기희생의 영역으로 발현된다

(Perry, 1996; 1997). 이처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Witthmer, 1991), 
공공부문의 동기에 관한 연구는 민간부문의 동기 연구와는 그 초점을 달리해야 

하고, 바로 이런 측면이 공공서비스동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존의 동기 차원에 공공서비스동기를 추가하여 

2) 본 연구에서 Deci & Ryan(1985)의 다차원적 동기 중에서 통합적 동기는 제외한다. 통
합적 동기는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가치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

하고자 하는 태도로(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 a, b), 이는 공무원으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와의 부합도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 서비스 동

기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공공 서비

스 동기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통합적 동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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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자 한다.    
 

2) 조직몰입의 다차원성 

조직몰입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일체감의 정도’이다(Allen & Meyer, 
1990). 전통적으로 조직몰입은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단일차원은 조직몰입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다차원적 접근이 

활발하다.3) 조직몰입의 다차원성은 크게 가치몰입과 근속몰입으로 나누어진다

(Angel & Perry, 1981). 가치몰입(value commitment)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자

부심과 애착을 느끼며, 조직목표를 수용하고 조직에 헌신하겠다는 의사를 가지

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몰입(commitment to stay)은 조직에 잔류하려는 

태도로 조직에 투자한 노력, 시간 및 희생으로 인하여, 이직할 경우 손해가 커

서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심리적 기제이다.  
이와 유사하게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세 차원

으로 나누기도 한다(Allen & Meyer, 1990; Meyer & Allen, 1991; Meyer, et. al., 
1993; Lee, et. al., 2001; 고종욱･장인봉, 2004). 먼저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 친밀감으로 규정된다. 강한 정서적 몰입을 

가진 개인은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조직에 관여하며, 조직의 구성원 자격

을 즐김으로써 조직에 대해 감정적인 애착을 느낀다. 둘째, 지속적 몰입

(continuance commitment)은 근속몰입과 같은 것으로, 조직을 떠날 때의 비용과 

관계된 잔류의사를 말한다. 이는 조직에 대한 다양한 투자의 정도와 대안의 존

재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활동을 그만두었을 때 발생할 비용에 대한 계산에 기

초하여 일관된 활동노선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은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할 인지된 의무이다. 규범적 

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이 옳고 도덕적

3) 사회과학 연구에서 구성개념의 차원성 즉 단일차원인가 다차원인가에 대한 논의는 중

요하다(Bollen & Grandjean, 1981). 만일 연구대상으로 하는 구성개념이 다차원성을 갖

는 경우, 각각의 차원은 일정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개념의 일부분만

을 설명하는 ‘불완전 대표성’(imperfect representation)을 갖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적으

로 개념화하여 측정해야 특정 구성개념에 대한 설명력이 제고된다(Law & Chi-Sum 
Wong, 1999: 144). 일반적으로 조직몰입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행태는 감정적(정의적)
차원, 도구적 측면 및 규범적 측면을 갖는다(Perry & Wise, 1990; Mann, 2006). 따라서 

조직몰입을 단일차원으로 규정할 경우, 현상의 일부분만을 보여주거나, 부분적으로 독

립적인 차원을 통합해 측정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조

직몰입을 단일차원으로 규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자의적인 의사에 기초한 

감정적 몰입이나 규범적 몰입과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도구적인 의사에 기초한 지속

적 몰입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cf.  Allen & Meyer, 1990; Meyer, et. 
al., 1990).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조

직몰입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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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믿고, 이를 내면화한 규범적 압력에 따라 행동한다(Wiener, 1982; 고
종욱･장인봉, 2004). 

2. 동기와 조직몰입에 있어서 성별차이  

1) 동기의 성별차이  

동기의 성별차이에 대해서는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동기에 있어서 성별차이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련의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Waddel(1983) 그리고 White, 
et. al. (1992)에 따르면 내적 동기 또는 외적 동기가 강한가의 여부는 성별의 문

제가 아니라 지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남녀 모두 지위가 높을수록 내

적인 동기가 높게 나타난다. 유사한 맥락에서 내재적 또는 외재적 동기에 있어

서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Barbuto, et. al., 2003)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금 다른 맥락에서 동기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구조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동기가 남성과 

다른데 특히 내적인 성취동기가 낮다는 논의가 제시되었다(Acker & Van 
Houton, 1974; Fitzgerald & O'Crites, 1980; Berz & Fitzgerald, 1987). 이는 자연스

럽게 무기력하고 통제력을 결여한 무동기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높을 가능성으

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내재적 동기는 여성이 높은데 반해 외재적 동기는 

남성이 높다는 연구(Brière, et. al., 1995), 내재적 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조

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성과를 낸다는 연구(Klein & Hodges, 2001)를 

비롯하여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외재적 동기는 높은데 반해 내재적 동기

에 있어서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Rusillo & Aeias, 2004) 등이 대표

적이다. 공공서비스동기와 관련하여 성차를 논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Naff & 
Crum(1999)은 남성보다 여성이 공공서비스 동기가 높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공

공서비스 동기를 보다 분석적으로 볼 때  규범적 차원의 공익몰입과 정서적 차

원의 희생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정책 호감도와 동정심에서는 차

이가 없었다. 그에 반해 Davis et. al.(2006)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동기 중 공익몰

입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데 반해 정책 호감도와 동정심에서는 여성이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혼재된 결과로 인해 동기의 다차원적 구조에서 성차의 영향력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동기의 차원에 따라 성별이 작용한

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다소 혼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탐색

적이고 시론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가설의 설정이 가능해진다.  

가설1. 다차원적인 동기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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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에 있어서 성별차이   

그렇다면 조직몰입의 성차는 어떠할까? Lakin(1990)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그는 조직에서 남성의 성과가 높은 것이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Bailyn(2006) 역시, 여성의 조직

몰입 수준이 낮은데 그 이유를 가정과 조직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대수준

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여성은 가정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을 경우, 조직

몰입을 낮추는 데 반해 남성은 조직몰입에 대한 요구가 강하면 가정에 대한 비

중을 줄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박천오 외(2000)는 조직에 대한 애착

에 초점을 맞춘 정서적 몰입은 여성이 더 높은데 그 이유는 공직이 주는 업무

의 안정성이 오히려 여성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그러나 박천오 외

(2001)는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 있어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몰입의 성차 역시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여성의 조직몰입도는 하위차원 모두에서 남성보다 낮을 것이라고 추론한

다. 그러한 추론의 기본적인 이유는 남성 중심적 조직 구조, 관행 및 문화 속에

서 여성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으며 상당한 좌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박
통희 외, 2004; 원숙연, 2005a). 이러한 현실은 여성으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일

체감과 자부심, 애착을 느끼며, 헌신으로 표현되는 정서적, 규범적 몰입을 어렵

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성-역할고정관념은 여

성의 일-가정 갈등을 증폭시키고, 갈등하는 기대는 여성의 정서적 몰입을 어렵

게 한다(강혜련, 2005; 원숙연, 2006). 
다만 지속적 몰입은 정서적 몰입이나 규범적 몰입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의 구조로 인한 대안이 부재

하고 공직은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간조직에 비해 일-가정의 양

립을 위한 지원이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이 공직을 떠날 경

우 이득보다 손해가 클 것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계산은 여

성공무원의 지속적 몰입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정서적, 
규범적 몰입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지속적 몰입의 성별격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cf. 박천오 외, 2000, 2001).  

가설2. 조직에 대한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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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기와 조직몰입 간 관계에 있어서 성별의 영향력     

1) 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관련논의에 따르면(Gagné & Koestner, 2002; Gagné et al., 2004), 내재적 동기

나 외재적 동기 모두 조직몰입에 긍정적이다. 내적인 성취감이나 기쁨을 통한 

동기부여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이지만 외재적 동기의 중요성 역시 부정할 수 없

다. 외재적 보상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조직에 대한 일체감이나 만족감을 유

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Mottaz, 1988). 내재적 동기는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고 내면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 모두에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 몰입에는 비교적 약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재적 동기는 규범적 몰입보다는 정서적 몰입에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

성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나 

규범적 압력에 기초해 있다(Wiener, 1982; 고종욱･장인봉, 2004). 따라서 외적 보

상에 기초한 외재적 동기가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반해 

조직에서 제공하는 외적인 보상에 따라 동기부여되는 조직구성원은 외적인 보

상에 만족할 경우, 자신의 조직에 대한 감정적 친밀감이나 그 조직의 구성원이

라는 점에 즐거움을 느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일 것이다. 
반대로 외재적 동기가 강한 구성원은 조직으로부터의 보상에 만족한다고 하더

라도, 조직에 대한 애착이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기반에 근거한 규범적 몰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외재적 동기가 규범적 몰입

보다는 정서적 몰입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외재적 

동기는 타산적인 성격이 강한 지속적 몰입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입적 동기는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속성을 갖는다(DeCharms, 1983; Deci & Ryan, 1985). 주
입적 동기는 통제의 원천이 개인의 내부에 있지만 행위 그 자체로 인한 기쁨 

때문에 행동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내재적 동기와 다르다(Ryan & Deci, 
2000; 김아영･오순애, 2001). 다시 말해, 주입적 동기는 부분적으로는 내면화되

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생적인 기쁨이나 성취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로

부터의 압력이나 비난을 피하려는 동기가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내

재적이면서도 여전히 자아로부터 외재적인 이중성”을 갖는다(Ryan, 1995: 406; 
see also Ryan & Deci, 2000). 이처럼 주입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의 특성을 일정부분 갖지만, 본질적으로 주입적 동기는 통제의 소재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와 유사한 작용경로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cf. Pelletier, 
et. al., 1997).  따라서 주입적 동기 역시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서비스동기는 공공선과 공익을 추구하려는 열망에 기초하며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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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헌신과 정책과의 동일시 및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등으로 구성된다. 공
익, 공공선, 의무를 중시하는 공공서비스 동기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Perry 
& Wise, 1990). 규범적 몰입에는 의무관련 변수와 내재적 보상 변수가 강한 영

향을 준다는 점에서(Mann, 2006; 고종욱･장인봉, 2004), 공공서비스 동기는 규범

적 몰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동기가 높을수록 조직

에 대한 감정적 일체감과 규범적 일체감 모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이근주, 
2005a; Alonso & Lewis, 2000; Brewer & Selden, 2000). 또한, 공공서비스동기가 

높을수록 공직을 떠나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이 이득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능

하게 한다. 이는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어 공공서비스동기가 높은 공무원은 공직

을 떠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점에서 정서적, 규범적 몰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

하며 지속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Naff & Crum, 1999; Alonso & 
Lewis, 2001; Mann, 2006; 김상묵, 2003). 

이에 반해 무동기는 행위의 의도가 결여되어 있고 무능력하며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통제부재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무동기가 강한 조직구성원

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해 조직에 몰입하지 못

하고, 결국은 조직을 떠나게 된다. 이는 무동기와 이직의도가 높은 정적인(+) 관
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고수일･한주희, 2005). 이처럼 무

동기 상태는 자기 결정감이 없는 상태로 조직몰입과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

는데(e.g., Kowal & Fortier, 1999), 특히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부정적이

다. 더욱이 무동기를 가진 경우, 낮은 적응력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심리적 

고민을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정서적, 규범적 몰입에 부정적일 가능성을 높인다

(Baker, 2004). 무동기는 이직의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그동안 조직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계산에 근거해 조직에 남아있고자 하는 지속적 몰

입에는 약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종욱･장인봉, 2004). 

가설3. 동기 중 내재적, 외재적, 주입적, 공공서비스 동기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반해 무동기는 조직몰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성별차이  

이상의 다차원적 동기가 조직몰입에 작용하는 과정에서 성별이 작용할 것인

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축적된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기와 조직몰입 각 변수에 있어서 성차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이들

의 관계에 있어서 성차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는 조직연구가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경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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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Wilson, 1995). 
주지하는바와 같이 조직에서 여성은 남성과는 상이한 경험을 하고 있다. 성-

역할관점에 따르면 여성의 적절한 역할범위는 가정으로 대표되는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조직에 진출한 여성은 성-역할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Ragins & Sudstrom, 1989). 또한, 조직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겪어야 하는 역할갈등과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술한바와 같이 남

성중심적 구조 및 문화는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경험을 하게하고 특히, 여성은 

그 안에서 남성보다 많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박통희 외, 2004; 원
숙연, 2005a). 이러한 남성과 다른 여성의 현실은 조직에 대한 일체감과 자부심, 
애착을 느끼며, 헌신으로 구성되는 정서적, 규범적 몰입을 어렵게 한다. 더욱이 

남성과 여성 간 성-역할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강한 유교문화는 공직에서 여

성이 겪어야 하는 갈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여기에 수직적 편중화와 수평

적 편중화 등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이 조직에 일체감을 느끼고 충성하고자 하

는 조직몰입에 작용하는 동기‘요인’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성이 주로 하위

직을 점하고 있는 수직적 편중화 현상 하에서 직급의 차이 또한 동기가 조직몰

입에 작용하는 과정에서 성별차이를 강화시킬 여지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연구에 따르면(Guay, et. al., 2000; 김아영, 1998; 김아

영･오순애, 2001; 고수일･한주희, 2005), 업무와 관련한 자기 효능감이 낮을수록 

직무동기 중 자기결정권이 낮은 동기(예: 무동기, 외재적 동기 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이 

조직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좌절이 더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부정

적 경험은 여성의 자기효능감을 남성의 그것보다 낮게 만들 가능성으로 이어진

다. 또한 과거와 비교하면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여성, 특히 기혼

여성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에 들어온 여성은 공직을 떠날 

경우, 마땅한 대안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대안부재의 상황은 

여성의 지속적 몰입에 작용하는 영향요인과 남성의 지속적 몰입에 작용하는 영

향요인이 다를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한다(cf. 허만용, 2001). 이에 반해 공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어서 이 또한 여성의 지

속적 몰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박지원, 2007). 이처럼 조직에서 

여성과 남성이 직면한 상황의 차이는 동기와 조직몰입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성차(性差)를 발생시킬 여지를 제공한다. 기존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서 시론적일 수밖에 없지만, 동기의 각 차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의 설정이 가능하다.  

가설4. 동기의 각 차원이 조직몰입의 각 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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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Ⅲ. 실증연구를 위한 조사 설계

1. 분석모형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동기의 다차원적 구조와 조직몰입의 하위차

원 간 관계에 대한 개념적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1> 분석 모형        

2. 측정도구 및 표본의 구성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구청에 근무하

는 5급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성별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비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남

녀의 비율을 50:50으로 설정했다. 전체 표본프레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연

구의 목적의 따라 편의추출하였다. 서울시 관내 25개 구청 당 35부를 균분하여 

총 875부를 배포하였다. 연구자가 25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연구의 취지와 설문배포 시 성별을 고려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여 배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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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포된 875부 중 71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82.1%). 구청 별 회

수현황을 보면, 강남구(20), 강동구(30명), 강북구(30), 강서구(29), 관악구(15), 광
진구(30), 구로구(30), 금천구(32), 노원구(31), 도봉구(15), 동대문구(34), 동작구

(30), 마포구(33), 서대문구(34), 서초구(30), 성동구(30), 송파구(31), 양천구(30), 
영등포구(23), 용산구(30), 은평구(33), 종로구(29), 중구(30), 중랑구(34) 등이다. 
25개 구청 중 관악구와 도봉구를 제외하고 비교적 고르게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615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성비

는 남성이 316명(51.4%), 여성이 299명(48.6%)으로 연구의 취지에 비교적 부합하

는 성별균형이 이루어졌다. 직급은 6급이상이 9.6%, 7급 42.8%, 8급 26.2%, 9급
이 17.2%4)로, 7급 이하의 직급이 전체의 86%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하위직의 

공무원의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의도와 부합한다. 학력은 응답자의 

약 90% 대졸(전문대 졸업 포함)이상이며, 평균 연령은 약 39세, 평균 근속기간

은 12.5년이다. 
설문문항은 기존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 중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것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Ryan & Connell(1989), Guay, et 
al.(2000), Perry(1996)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무동기(3문항), 외재적 동기(3문항), 
주입적 동기(3문항), 내재적 동기(3문항), 공공서비스 동기(5문항)의 다섯 차원으

로 구성하였다. 조직몰입은 동기의 다차원적 구조에 따른 차별적인 영향력을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서적 몰입(3문항), 지속적 몰입(3문항), 규범적 

몰입(3문항)의 세 하위차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Meyer와 Allen(1991)의 척도를 

수정한 Lee, et al.(2001)의 척도를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5) 
이렇게 구성된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Cronbach’s α 계수를 통

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동기 중 무동기와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을 제외하고 주입적 동기(문항1), 공공서비스 동기(문항5), 규범적 

몰입(문항1) 각각에서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떨어뜨리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3개의 문항을 제외함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무동기

(.670), 주입적 동기(.602), 내재적 동기(.830), 공공서비스 동기(703), 정서적 몰입

(.634), 지속적 몰입(.624), 규범적 몰입(.610)에서 Cronbach’s α 기준점인 .6 이상

으로 일정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외재적 동기의 경우, 신뢰도가 Cronbach’s α
=.31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신뢰도로 인해 변수자체를 제외시킬 

것인지의 선택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외재적 동기는 그 동안 동기 관

4) 전체 사례 중 직급분포분석에는 총 589명의 사례가 사용되었으며, 직급문항에 대한 결

측치로 26개의 사례가 제외되었다. 

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은 <부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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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뤄져 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더라도 무조

건 제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외재적 

동기 변수 중 대표적인 단일문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뢰

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라 하더라도 조사도구, 조사 환경 등에 따라 신뢰도가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우수명, 2004), 측정도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엄정한 

노력이 요구된다. 

Ⅳ. 조사결과의 분석 및 논의

1. 동기 및 조직몰입의 성별차이  

1) 동기의 차원별 성차(性差) 

동기의 다차원적 구조가 성별에 따라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를 구분하

여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동기, 외재적 동기, 주
입적 동기, 내재적 동기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동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

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로써 공공서비스 동기를 제외하고는 동기의 각 차원별 

성별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1> 성별에 따른 동기의 하위차원 간 차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무동기
남성 316 2.586 .6313

.470
여성 299 2.561 .6979

외재적 동기
남성 316 3.584 .6030

-1.264
여성 299 3.647 .6176

주입적 동기
남성 315 2.789 .8384

-.858
여성 299 2.848 .8638

내재적 동기
남성 316 3.008 .7058

.859
여성 299 2.959 .7127

공공 서비스 동기
남성 316 3.418 .5794

7.923***
여성 299 3.065 .5254

*p<0.05, **p<0.01, ***p<0.001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공공서비스 동기가 남성에게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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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공공조직의 문화적 특성과 그에 따른 남녀경험의 차이 그리고 직급의 차이

로 해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동기가 ‘공공기관이나 조직에서 우

선적으로 혹은 고유하게 나타나는 동기에 부응하려는 개인의 경향’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는 공공조직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이자 문화와 밀접한 관련

을 갖는다. 특히, Perry(2000)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 동기의 기초가 되는 친-사
회적 행동과 가치는 관련된 기관이나 기제에 대한 노출을 통해 발전된다. 즉 공

공서비스동기는 공공서비스 상황에 노출되고 그와 관련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

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관리자는 그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Mann, 2006). 이는 “공공 서비스 동기의 맥락-구속적 속성(the context- 
dependent nature of PSM)”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Taylor, 2008:68). 
이렇게 본다면 공직사회에서 최근 여성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편향적인 구조와 관행을 부인할 수 없고(박통희 외, 2004), 여성공무원들은 공직

에서 남성공무원들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 

동기의 내면화 및 강화를 도와 줄 긍정적인 경험이 남성공무원들에 비해 부족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박천오 외, 2001; Davis, et al., 2006).  
이와 함께, 여성과 남성의 직급차이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

직에서 여성의 평균 직급은 남성의 그것에 비해 낮다. 본 연구의 표본 역시 7급 

이상의 직급에서 여성의 비중은 남성의 그것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6) 
이처럼 여성의 직급이 남성보다 낮은 것이 공공서비스 동기의 성별차이에 미치

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직급이 높을 경우, 자
신이 하고 싶은 것과 자신이 하는 일과의 간극이 적고, 그에 따른 조직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다(Jurkiewicz & Massey, 1997; Buelens & Broeck, 2007: 70에서 재

인용).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동기의 내면화 및 강화를 도와줄 긍정

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직급은 근무연한과 비례한다. 근무연한이 높다는 것

은 공직자로서 공무에 헌신하고 공공선과 공익에 대한 관심으로 구성된 공공서

비스 동기를 강화하는 공직사회화의 경험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Brewer, 2003; Taylor, 2008). 결과적으로 수직적 편중화로 인해 여성의 대부

분은 중하위직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직급의 차이는 여성의 

공공서비스 동기가 남성의 그것에 비해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직급을 기준으로 차이분석

6)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계로 7급을 기준으로 직급을 나눌 

경우, 남성표본은 전체의 61.%가 7급 이상인데 반해(6급 이상은 14.3%), 여성은 41%
가 7급 이상으로(6급 이상은 4.6%),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직급을 점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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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및 그에 기초한 사후분석(post hoc)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 동기의 경우, 직급에 따른 차이가 매우 현격하게 나

타나고 있다. 이를 기초로 Turkey test를 통한 사후분석을 한 결과 6급 이상의 

공무원은 여타의 직급의 공무원에 비해 공공서비스 동기가 현격하게 높고, 그 

다음이 7급, 그리고 8,9급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구조는 

직급이 높을수록 PSM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결국,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을 차지하는 여성공무원의 PSM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직급의 

영향력이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해석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표2> 직급에 따른 다차원적 동기의 차이분석 8) 

직급 Mean SD F Tukey 검증

무동기

6급 이상 2.4768 .69514

1.688
7급 2.6147 .65854

8급 2.6108 .62803

9급 2.4811 .70084

외재적

동기

6급 이상 4.0508 .62763

3.041*
7급 3.9468 .63383

8급 3.7938 .70127

9급 3.8491 .68720

주입적

동기

6급 이상 2.7119 .93405

.637
7급 2.8631 .82903

8급 2.8323 .85868

9급 2.7762 .86319

내재적

동기

6급 이상 3.0508 .63371

.707
7급 2.9575 .71188

8급 2.9213 .69872

9급 3.0189 .74298

공공서비스

동기

6급 이상 3.5678 .59239

8.265***

6급-7급**

6급-8급***

6급-9급***

7급 3.2633 .58613

8급 3.1480 .51648

9급 3.1918 .59028

*p<0.05, **p<0.01, ***p<0.001

7) 외재적동기는 ANOVA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구체적인 차이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test를 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구조가 발견되지 않았다.  

8)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5급과 6급을 통합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한 것은 본 연구의 

표본 중 5급이 5명으로 다른 직급 군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규모였기 때문이다. 
표본의 차이가 너무 클 경우 결과의 왜곡이 있을 수 있어 5급과 6급을 합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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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비록 통계적으로 지지되지는 않았지만 외재적 

동기와 주입적 동기의 경우, 다른 동기와는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

다는 점이다. 즉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내적인 기쁨이나 성취감보다는 외부

의 압력이나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보다 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동기에 대한 관련 연구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결정력이 낮을 경우, 직무

동기 중 자극의 원천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한다

(Guay, et. al., 2000; 김아영, 1998; 고수일･한주희, 2005). 즉 동기의 내재적 자

율, 측면에서, 외재적 동기나 주입적 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동기이다

(김아영･오순애, 2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결과는 공직에서 여성이 처한 환경(상대적으로 낮은 지위, 
조직에서의 차별적 처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여성인력관리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2) 조직몰입의 차원별 성차(性差) 

다음은 조직몰입에 있어서 성별차이의 존재 양식을 확인하였다. 먼저, 조직몰

입의 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성별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
반적인 조직몰입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 지지됨으로써 전반적인 의미의 조직몰입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
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2>에 기초하여 보다 분석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

해  조직몰입의 세 차원에 따라 성별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반면 지속적 몰입차원에서는 여성이 남

성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즉 여성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감정적 친밀감 또는 정서적 애착을 갖거나 

조직의 목표와 이해관계의 일체감,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은 남성에 

비해 낮다. 그러나 조직을 떠났을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계산에 기초한 지속

적 몰입은 남성과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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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성별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조직몰입
남성 316 3.2738 .43982

3.427*
여성 299 3.1462 .48351

정서적 몰입
남성 316 3.5274 .54719

3.530***
여성 299 3.3662 .58516

지속적 몰입
남성 316 3.1556 .66889

-.050
여성 299 3.1583 .68339

규범적 몰입
남성 315 3.0206 .76470

4.304***
여성 299 2.7642 .70859

*p<0.05, **p<0.01, ***p<0.001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 내에

서 일정기간 이상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 또는 성취감을 느끼며 

형성되며, 규범적 몰입 역시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습득하는 조

직 사회화 과정에서 발전된다. 결국 조직몰입의 중요한 요소는 조직과 개인의 

일체감의 형성이고 이러한 일체감의 형성은 조직에서의 업무와 경험을 통해 내

면화 된다. 따라서 조직에서 긍정적인 경험의 축적을 통해 정서적 또는 감정적

인 일체감이 강화되고 조직목표에 대한 내면화 역시 촉진된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중심적 문화와 관행, 구조 속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상은 남성과 다를 수

밖에 없고, 조직에서 여성의 경험은 남성의 그것에 비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좌절의 경험 역시 남성의 그것보다 높다는 기존 논의의 맥락에서 볼 때 

(Gerson, 1985; Schwartz, 1989; Crewson, 1997; Bailyn, 2006; 박통희 외, 2004; 강
혜련, 2005; 원숙연, 2006), 이러한 성차는 이해가능하다.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몰입의 세 차원별 상대적 인식차이를 보면 남녀 

모두 정서적 몰입>지속적 몰입>규범적 몰입의 순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속적 

몰입이 규범적 몰입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공직을 떠나

는 것이 잔류하는 것 보다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남녀모두 비슷

한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우, 남성중심적인 관행과 구

조 그리고 문화 속에서 고전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떠나 다

른 곳으로 갈 경우, 그곳 역시 여성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여
성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노동시장으로 인한 대안부재의 현실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몰입의 다른 차원과 달리 지속적 몰입은 여

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지는 않

아서 조심스럽지만 여성은 공직이 갖는 비교우위 (직업안정성, 일-가정 양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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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용이성 등)와 대안부재의 현실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으리라는 추

론은 어렵지 않다. 남성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직이 갖는 상대적 우위 

특히 직업안정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직=공익을 위한 헌신과 희

생”이라는 과거의 공직관의 변화를 남녀모두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2. 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성별차이

1) 동기와 조직몰입 간 관계에 있어서 성차 I: 조직몰입 전체   

동기의 다차원적 구조와 조직몰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한 관계구조에 

성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러한 물음에 답을 구하기 위해 표본을 남성과 여

성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구분을 하지 않은 전체표본으

로 예비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설3>에서 제시한 것처럼, 외
재적, 주입적, 내재적 동기 및 공공서비스동기는 조직몰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

향요인임이 발견되었다. 이에 반해 무동기는 조직몰입에 매우 강한 부정적 영향

요인임이 통계적으로 강하게 입증됨으로써 <가설3>은 지지되었다. 

<표 3> 다차원적 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조직몰입전체 

변수

조직몰입

전체 남성 여성

Beta t Beta t Beta t

상수 7.172*** 5.623*** 4.074***

무동기 -.288 -6.801*** -.239 -4.044 -.338 -5.466***

외재적 동기 .087 2.268* .097 1.787 .089 1.598

주입적 동기 .144 3.734*** .178 3.224* .145 2.647*

내재적 동기 .154 3.483** .077 1.217 .221 3.460*

공공서비스

동기
.116 2.743** .197 3.438* .038 .662

연령 .018 -1.436 -.041 -.482 .098 .256

직급 -.087 -.431 -.164 -1.949 .014 .871

학력 -.016 -1.961 .072 1.327 -.099 -1.847

성별a -.082 -2.085* - -

R Square .245 .239 .263

Adjusted R

Square
.233 .218 .241

*p<0.05, **p<0.01, ***p<0.001

a) 성별: 남성=0, 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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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직몰입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표본을 남녀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과 남성 표본에 있어서 동기와 조직몰입의 관계 구조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성은 무동기(-)>공공서비스(+)> 주입적 동기(+)의 순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여성은 무동기(-)>내재적(+)>주입적 동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직몰입 전체에 대한 동기의 차별적 영향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첫째, 남녀모두 외재적 동기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공공조직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공직은 직무특성상 성과를 객관적

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각 기관이 독자적인 외재적 보상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Burgess & Ratto, 2003; 김상묵･김영종, 2005). 이러한 상황

을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외재적 보상의 차이에 대한 기대가 적고, 외
재적 보상의 정도에 따라 조직몰입이 달라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결과는 무동기의 영향력이 남녀 모두 가장 큰 그리고 부

정적인 영향요인이라는 점이다. 무동기는 행동하려는 의지가 결핍된 상태로, 내
재적으로 또는 외재적으로 의도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Deci & 
Ryan, 1985). 무동기 상태에 있는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원하는 결

과를 얻는 것을 포기하여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없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무기

력해진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으로(Seligman, 1974) 조직몰입에 치명적이다. 일반

적으로 동기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하는 

특정의 동기가 있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이처럼 무동기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남

녀모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직에서 공무원들이 아무런 동기 없이 

관성적으로, 그리고 무기력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도전적인 쟁점일 수밖에 없다. 사실, 여성이 갖는 

무동기의 원인은 상당부분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와 관행 속에서 경험하는 좌

절과 무기력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이 주로 하위직에 집중포

진되면서 하위직급의 점유자가 느끼는 무기력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렇다면 남성의 무동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는 공직의 권위주의적 문

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와중에 있기는 하나, 우리의 공직문

화는 여전히 계서제적이고 권위주의적 성향을 탈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

이 본 연구의 대상이 구청의 하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남성들 역시 의사결정

의 주변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남녀가 그 원인은 다를 수 있지만 무동

기가 조직몰입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라는 점은 공통적이고 이를 어떻게 해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의 대상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남성은 공공 서비스 동기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성

은 남성과는 달리 내재적 동기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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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 추구라는 특정 가

치를 반영한 동기가 유발될 때 조직에 더 몰입하게 되고, 여성의 경우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높이는 동기가 촉진될 때 조직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여성이 공직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보람보다 개

인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내재적 동기에만 더 자극을 받아 조직에 몰입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논의가 축적되어야 하지만, 
한 가지 공공서비스 동기가 남성적 관점에서 규정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는 점(Davis, et. al., 2006), 여성의 직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공직에서

의 경험도 많지 않아 공직서비스동기의 내면화 정도가 남성보다 낮을 가능성 

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동기의 다양한 차원에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성

별에 따른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설4>를 강하게 지지

하는 것이다 

2) 동기와 조직몰입 간 관계에 있어서 성차II: 조직몰입 하위차원별 

동기의 각 차원이 조직몰입 전체에 작용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영향력을 확인

하고 <가설4>의 분석적인 검증을 위하여 조직몰입의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차

원 별로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몰입의 

하위차원에 따라 동기의 영향력이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가설4>가 

지지되었다. 조직몰입의 하위차원별 결과가 갖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표4> 다차원적 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 하위차원별  

Model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무동기 -.347 -6.504*** -.368-6.770*** .038 .582 -.131 -1.907 -.091 -1.501 -.197 -3.017**

외재적 동기 .132 2.709* .125 2.542* .096 1.614 .122 1.966 -.024 -.425 -.020 -.345

주입적 동기 .062 1.239 .020 .412 .208 3.415* .178 2.920** .109 1.916 .146 2.528*

내재적 동기 .113 1.989* .268 4.770*** -.079 -1.140 .010 .144 .123 1.892 .241 3.569***
공공 서비스

동기 .248 4.775*** .221 4.416*** -.053 -.834 -.148 -2.346* .287 4.851*** .041 .680

연령 .088 1.140 0.31 .409 -.064 -.681 .064 .670 -.001 -.007 .168 1,852

직급 -.081 -1.060 -0.27 -.357 -.117 -1.259 -.008 -.082 -.077 -.880 .128 1.425

학력 .086 1.747 -.024 -.515 -.046 -.770 -.104 -1.741 .077 1.362 -.065 -1.147

R
2

.378 .430 .077 .088 .188 .176

Adjust. R2 .360 .413 .052 .061 .165 .152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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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서적 몰입

정서적 몰입에 대하여 남성은 무동기(-)> 공공서비스(+)> 외재적(+)> 내재적 

동기(+) 순으로, 여성에서는 무동기(-)> 내재적(+) > 공공서비스(+)>외재적 동기

(+) 순으로 차별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남성은 공공서비스 동기가 내재적 동

기보다 우선적인데 반해 여성은 공공서비스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가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 

동기에 대한 내면화의 정도가 여성이 다소 낮을 가능성과 그에 따라 공공서비

스 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여성은 남성과 달리 나이가 많을수록 정서적 몰입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 및 조직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고, 조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홍미영, 2004) 설명 가능하다.  

(2) 지속적 몰입

남성의 경우, 지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입적 동기 하나뿐인 반

면 여성은 주입적 동기 외에 공공서비스 동기가 지속적 몰입에 부정적으로 작

용하였다. 남녀모두에게서 주입적 동기가 지속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양자의 정도를 결정하는 자극의 원천이 유사하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동기의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주입적 동기는 통제의 소재가 외

부에 존재한다. 이에 따라 외재적 동기의 한 형태인 주입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외적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외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행위를 한다. 이와 유사하

게, 지속적 몰입이 높은 사람은 조직을 떠날 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조직에 잔류

했을 때 기대되는 보상 및 이득을 고려해서 조직에 남아있을지 여부를 결정한

다. 따라서 외부의 통제력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경우, 지속적 몰입도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상묵, 2003). 상대적으로 자기 결정감이 낮고 

외적 통제력이 높은 주입적 동기가 지속적 몰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 공공서비스 동기는 지속적 몰입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동기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

민을 위한 봉사 및 의미 있는 업무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전적 

보상 등의 외적 보상을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Houston, 2005). 여기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사
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가치인 공익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한다(Rainey, 1997). 따라서 공공서비스 동기가 높을수록 개인

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몰입하는 경향은 낮게 나타난다. 그런데 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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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하위직의 여성공무원의 경우, 공직에 대한 헌신이나 공익몰입을 내

면화할 기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동기를 많이 가지게 될 경우, 이
는 공직자로서의 내생적인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직진입 이후의 

사회화나 경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내적인 동기가 높은 여성은 

공직자체에 대한 몰입이 높기 때문에, 공직을 떠나고 싶지만 단순이 대안이 없

어서 또는 이직의 비용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남아있게 되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될 것이다. 

(3) 규범적 몰입

남성의 경우, 공공서비스(+)>내재적(+)>주입적 동기(+)의 순으로 규범적 몰입

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여성은 내재적(+)>무동기(-)>주입적 동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공공서비스 동기가 규범적 몰입에 가장 큰 요인인데 반

해 여성에게는 그 영향이 발견되지 않고 내재적 동기가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

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첫째는 여성에게 있어서 공공서비스 동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다. 본 연구의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되었던 것처럼 공공서비스 동기가 여성에게 내면화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두 번째는 여성에게 있어서 내재적 동기와 공공서비스 

동기가 혼재되어 인식될 가능성이다. 즉 양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상호침윤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해 향후 보다 실증적이고 심층

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더하여 공공서비스 동기의 규범적 

차원인 공익몰입은 사회적 책임이나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개인의 기대를 

기반으로 하며, 그러한 의무에 대한 자부심을 포함한다(Perry & Wise, 1990; 
Perry, 1996). 그러나 공공조직이 남성 편향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공공조직에 

대한 여성의 경험부족이 문제가 되고 여성의 공익몰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남성에 비해 낮다는 점도 하나의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Davis, et al., 2006). 여
성은 남성과 달리 무동기가 규범적 몰입에 부정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작용한다

는 점은 여성에게 있어서 행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관성적인 행동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의 반증이다. 이는 조직에서 남성과 다른 여성의 경

험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고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충성해야 한다는 내재화된 믿음

이 강할수록, 조직으로부터 가치 있는 혜택을 수령한다고 느낄수록 규범적 몰입

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를 상기하게 한다(고종욱･장인봉,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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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공직에서 여성의 수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수직적 편중화로 인해 여성이 집중 포진되어 있는 

하위직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개선과정에 있으나,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한 조직에서 상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 남성과의 비교 속

에서 여성공무원의 동기의 수준이나 조직몰입에 작용하는 경로가 명확해 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성별 차이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동기와 관련한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지 않았던 

무동기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무동기는 남녀모

두에게 조직몰입에 부정적이지만, 조직몰입을 세분하여 논의 할 경우, 그 상대

적인 영향력은 여성에게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무동기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떨어지고 이직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동기를 가진 구성원이 조직을 떠날 가

능성도 높다. 문제는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의 불리한 상황과 공직이 갖는 나름

의 매력으로 인해, 무동기 상태에서 공직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 또한 높다. 
무동기가 높은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오히려 떠나는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동기부여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조직몰입은 계속 떨어지면서도 그대로 조직에 잔류함으로

써 조직효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무동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신의 업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능동적으로 직무에 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먼저, 양성 평등적 조직문화와 분

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멘토링 등을 비롯한 일종의 코

칭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원숙연,2006).  이와 함께 무

동기를 강화하는 것 중에 일-가정 갈등도 빼놓을 수 없다. 가정과 조직으로부터

의 갈등하는 기대 속에서 여성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압력 속

에서 고전하면서 직무의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가정은 분리될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양립의 관계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하다(Zedeck & Mosier, 1990; Grzywacz, 2002; 원숙연, 2005a). 이는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심리적이고 

비제도적인 사회적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일-가정 양립에 긍정

적인 조직의 분위기와 상사의 지원이 절실하다(박지원･원숙연, 2007).  
둘째, 여성의 공공서비스 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성보다 약할 

가능성이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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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 그대로 볼 때, 공공서비스 동기가 낮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무원

으로서의 사명감이나 봉사동기가 낮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공
공서비스 동기의 소유 여부가 조직몰입에 상대적으로 미약한 영향력을 미친다

는 것 역시, 공직자에게 특정하게 요구되는 동기가 강하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

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여성개인에게 귀인하는 것이 과연 적절

한 것인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 첫째, 여성의 경우, 
공공서비스 동기를 내면화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여

성의 직급이 남성의 직급보다 낮고, 직급은 근속기간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

다. 공공서비스 동기는 주로 공직자로서 입직해서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화와 직

무경험을 통해 내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여성이 덜 노출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여성이 공공서비스동기에 대한 이해가 결

여되어 있을 가능성이다. 공공서비스 동기가 강조하는 공공선, 사회적 공헌, 공
익몰입 등은 다소 거시적이고 남성적인 가치들로서 여성이 생각하는 공공서비

스 가치(예: 보살핌, 희생)와 일정한 거리를 갖는다. 이러한 인식의 거리는 개념

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낮은 영향력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어져야 할 것이고 그에 기초해 남성적 가

치는 물론 여성적 가치를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동기의 개념적 대안에 대한 고

민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과제  

사실, 본 연구는 출발부터 시론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동기와 조직몰

입 각각에 대한 연구는 축적된 편이나 동기의 다차원성과 조직몰입의 하위차원 

별 관계를 연결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탐색적인 측면이 강

하다. 특히, 내재적/외재적 동기의 이분법을 넘어서 무동기, 주입적, 그리고 공공

서비스 동기에 이르는 다차원적 구성과 그 각각이 조직몰입의 차원별로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한 내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던 것은 연역적 접근이 어렵다면 다소 탐색적이나마 귀납

적인 접근 역시 의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믿음에 기인한다. 물론 

이 부분이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기존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면 본 연구에서 관찰되는 결과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고 “잠정적인 

결론”(tentative conclusion)에 이르는 방식도 또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동기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성별의 작용

경로를 “확인”했다기보다는 ‘탐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시론적이

고 탐색적인 한계와 그에 따른 오류와 논리적 비약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는 교정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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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동기의 다차원적 구조 및 조직몰입과의 관계와 그 과정에서의 성차

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일정부분 축적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보다 정치하

고 엄정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기를 구성하는 각각

의 차원을 종속변수로 하여 성차를 발생시키는 영향요인(예: 남성중심적 관행 

및 문화, 일-가정양립에 대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기대의 차별성, 여성의 능

력에 대한 고정관념적 편견...등)을 보다 분석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간 통념적으로 당연시해 왔던, 그래서 동기의 

성차가 발생하는 최종적 책임이 여성 개인(또는 집합적 의미의 여성들)에게 있

는 것으로 보는 편견적 귀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적이고 엄정한 논의를 

위한 기반연구로서 평가되길 바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도 한계로 지적된다. 일반

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을 충족하였지만 외재적 동기는 측정도구의 내

적일관성이 이 기준에 미달하여 문항 하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특히, 외국

에서 개발된 문항의 경우, 문맥이나 뉘앙스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 나름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재적 

동기의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설문조사 연구에서 

구성개념의 측정과 관련해 면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고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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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문항 

변수명 설문 문항

동

기

무동기

무1: 이 일을 하는데 장점이 있겠지만 난 잘 모르겠다.

무2: 나는 이 일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무3: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좋은지는 확신이 안 선

다.

외재적

동기

외재1: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이다.*

외재2: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외재3: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주입적

동기

주입1: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유능하다고 평가받고 싶기 때문이다.

주입2: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일을 잘 못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다.

주입3: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일을 잘 못하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다.

내재적

동기

내재1: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일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내재2: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일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내재3: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일할 때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공공서

비스동

기

공공1: 의미 있는 공공 서비스는 내게 매우 중요하다.

공공2: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두렵지 않

다.

공공3: 개인적인 성취보다 사회적 공헌이 더 중요하다.

공공4: 나는 공공의 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공공5: 나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복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조

직

몰

입

정서적

몰입

정서1: 나는 직장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느낀다.

정서2: 나는 이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서3: 이 조직은 나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속적

몰입

지속1: 나는 다른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조직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지속2: 나는 이 조직을 떠날 경우 손실이 이득보다 클 것이다.

지속3: 내가 떠날 경우 보게 될 손해 때문에 나는 이 조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범적

몰입

규범1: 나는 이 조직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

규범2: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제의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조직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규범3: 만일 지금 이 조직을 떠난다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 최종분석에서 제외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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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dimensionality of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Gender Differences 

Sook-yeon Won ･ So-yeon Jun

Accompanying the considerable increase in female civil servants,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ir motivation in terms of effective utilization of human capital. Despite 
policy interventions for gender equality, women’s experiences tend to be different from 
their male counterparts’ under male-dominated practices and structures. Keeping this 
in mind and applying gender perspectives,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 between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and the multidimensionality of motivation (amotivation, intrinsic and 
external motivation, introjected motivation,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ffective-continuance-normative). A survey of 718 civil 
servants in 25 district offic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conducted. 
The findings were that, except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gender differences in 
motivation were not foun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affective and normative motivation: male employees were more highly motivated in 
terms of those two dimensions in comparison to their female counterparts. Relations 
between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lso differed by gender. On the 
one hand, for male civil servants, amotivation was a mostly negative antecedent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introjective motivation 
followed. On the other hand, for female public servants intrinsic motivation rather 
than public service motivation was a relatively strong antecedent to organization 
commitment.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gender equality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were discussed. 

【Key words: Motiv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Gender Differences, Female 
Civil Serv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