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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환경인식조사를 시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직무동기와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 결과 지방세 공무원들

에게는 경제적 보상과 외부지원 등을 포함한 외적 직무동기보다는 내적 직무동기가, 직무소진 중

에서는 자아성취감 저하, 비인간화 보다 정서적 고갈이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내적 직무동기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이 낮을수록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적 직무동기와 관련된 지방세 공무원 조직 및 인사관리 방안

과 지방세 공무원들의 정서적 고갈과 관련된 직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직무동기, 직무소진, 이직의도】

Ⅰ. 서 론

오늘날 전국에 ‘복지’열풍이 불면서, 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최지혜, 2011).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 7월 30일 제 3차 사회보

장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등 그동안 사회적 관심

을 받지 못했던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직무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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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a). 그러나, 울산지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직무소진 및 직무만족

을 분석한 최지혜(2011)의 연구에 따르면, 직렬과 담당업무가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행정업무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보다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의 직무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낮은 직무만족도는 결국 낮은 

업무성과로 이어지게 되어 정부의 효율성저하를 가져오게 된다(Andrews et al., 2006; Graves 

& Powell, 1994; Ryall, 2003). 특히, 직무만족과 더불어 공무원 직무소진(burnout) 및 이직의

도(turnover intention) 또한 업무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동하, 2010). 그러나 그

동안 세무공무원, 특히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만족 혹은 직무소진 개선을 위한 직무환경 

제고 노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공무원들과는 달리 세무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보다 국민들로부터 재정자원을 추출하는 업무를 주로 다루다 보니 세무공무원들이 국민들

로부터 받게 되는 항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Issever et al., 2008). 우리나라의 경

우, 1994년 부천세도(稅盜)사건1)의 영향으로 세무 조사 등을 담당할 공무원의 인력확보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관련 공무원을 대폭 확충한 이후 수년 동안 낮은 세무직 공무

원 충원률 등으로 승진적체가 나타나게 되는 등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

동기인 ‘승진’관련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박순애, 2006).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신규 공채계획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 신규공채 충

원 계획 4,160명 중 약 1,000여명이 세무직에서 충당 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 등 일선 기

관에서는 육아휴직이나 퇴직 등에 따른 결원이 많아 2014년 올해 세무 7급은 150명, 세무 9

급은 850명이 충원될 예정인 것이다. 이밖에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직 공무원 신규

채용은 1964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분리해 선발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인 1만 

3701명 정도로 예정되어 있다(강경민, 2014). 이러한 가운데, 안전행정부에서도 최근 세무직 

공무원, 특히 지방세 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지방세 공무원의 

직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81년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설치된 지방세무직은 최근 각 지방의 

재정수요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재정위기 상황에서 업무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다(김재영･변애경, 1999; 문병태, 2010). 또한, 시민들의 지지확보를 위한 민선 자

1) 1994년 말에 일어난 부천 세도사건은 기능직 세무공무원과 법무사사무소직원들이 공모하여 상급자들

의 비호 속에 조직적으로 세금을 횡령한 사건으로서(동아일보, 1994), “건국 이래 최대의 공무원 세

금횡령 스캔들로 꼽힌다. 당시 부천시 원미구 공무원 35명이 5년간 지방세 100억 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광주일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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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장들의 납세자 최우선 세정구현 강조는 지방세무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량 

및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문병태, 2010; 이상철, 2011). 이러한 

지방세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대민업무에 따른 업무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조직구성

원들의 직무소진을 높이게 된다(Guy et al., 2008).

이러한 가운데, 현재까지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환경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만족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는 데 그쳤으며(예: 변애경, 1999; 한현희, 2003), 최근에는 지방세 공무원들의 전

문성 강화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일부 등장하고 있다(예: 이삼주, 2007; 문병태, 2010). 그

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연구들은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환경을 전반적으로 다루

고 있지 못하며,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지역(예: 수원, 인천 등)의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만

족 등을 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어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신석종(2008)이 지방세 공무원들이 대인관계에 의해 직무만족

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한 것처럼, 대민업무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지방

세 공무원들의 직무동기와 직무소진, 이직의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세재개편 등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성숙한 

자치실현’을 외치고 있지만(안전행정부, 2014), 실제 지방재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공무원의 직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 노력은 저조하여 그들의 이직의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이직의도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러한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

직의도에 직무동기와 직무소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 방안 모색을 위한 단초를 제

공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공공부문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관한 선행연구 및 이러한 이직의도에 직무동기와 직무소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후 실증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세 공무

원의 직무환경의식조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동기와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 및 결론 

부분에서는 향후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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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도는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

다. 본 장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직무소진(예: 박근우, 

2012; 황인희･이영호, 2012; Cordes & Dougherty, 1993), 직무동기(예: Lawler & Hall, 1970; 

Inge Houkes et al., 2003; Ryan & Deci, 2006) 등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직무소진과 직무동기가 그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이직의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직 내 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 및 조직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증폭될 때 자신의 

조직을 떠나 그 대안으로 새로운 조직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Inge Houkes et al., 2003: 

429).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도 증가가 조직 내 핵심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Jackofsky, 

1984: 77),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려는 의향이 더욱 강해질 때 그 조직은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도 증가가 조직의 위기상항과 직결되

는 이유는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이직에 대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다소의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결정해 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는 일정한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이직의도 

증가는 해당 조직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암시해준다(Steel, 2002: 347). 

March & Simon(1958)의 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직의도에 관한 고전적 선행연구들에 의하

면 조직구성원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은 이직의 용이성(Ease of Movement)

과 이직의 바람직성(Desirability of Movement)이 된다(예: Jackofsky, 1984: 77; Direnzo & 

Greenhaus, 2011: 567). 이직의 용이성은 주로 조직 외부적인 요인인 실업률과 같은 외부경기

현황, 대체직장 여부, 일반직인 직무 이용가능성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직의 바람직성은 조

직 내 낮은 직무만족 등과 같은 직무 관련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Direnzo & Greenhaus, 

2011: 569). 본 연구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이직의도를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이직의 용이성 

보다는 이직의 바람직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며,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들의 이직의도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직의도의 일반논의는 공공부문에서도 적용 되며, 공공부문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역시 직무와 관련되어 수행되어 왔다. 공공부문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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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업무과부하(성희자･권현수, 2013)2), 역할모호성(Hassan, 2013)3), 승진 등과 관련된 

불만족스러운 직무환경(Wynen et al., 20134); 이영균･최인숙, 20135))으로 인하여 직무긴장감

이 증진될 때 공무원들의 이직의도는 증진된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직무스트

레스 역시 그들의 직무만족을 낮추고 이로 인해 이직의도가 증가된다고 분석(이환범･이수

창, 2006)6)하였으며,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은 이직의도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Pitts et al., 20117); 이강훈, 20088)). 직무특성 역시 이직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국 

교정직 공무원 554명을 설문조사한 연구에서 직무만족 중 인간관계 만족, 업무특성기술의 

다양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및 직무소진 중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업무성취감의 감소 

등이 교정직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제상 외, 2011). 

또한 직무환경 역시 이직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직급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클수록,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직무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정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정공무원의 이직의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광현･이윤호, 20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볼 때 공공부문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도를 결정하는 

이직의 바람직성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주로 직무관련 변수들이었다. Pitts et al.(2011: 758)

은 연방공무원들의 조직 이직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개인 특성

변수, 조직의 권한위임과 같은 조직변수들보다 직무환경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긴장이 민간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긴장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

향이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서적 고갈과 비인격화가 그들의 이직의도에 부분적인 매개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Hassan(2013)은 미국 주정부 공무원 1,699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 역할이 

명확할 때 업무 만족도가 증가하고 이직의도는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4) Wynen et al.(2013)이 연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직의도를 조사한 결과 성별, 소수인종여부, 근무기

간, 승진 불만 등이 중요한 이직의도의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5)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학력수준, 보유 자격증 

수준 등이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승진과 이직의도는 부정적 관계에 있음을 밝혀내었다. 

6) 경상북도 경찰청 산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경

찰공무원의 이직의도를 높이게 되며, 경찰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여주게 되면 이직의도도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7) Pitts et al.(2011)은 2006 Federal Human Capital Survey를 활용하여 연방공무원의 조직 이직의도와 관

련하여 인구통계학적 요인, 조직변수, 직무환경 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8)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살펴본 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지

며,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사이에 직무몰입(정서적 몰입 및 지속적 몰입)이 조절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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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고 분석하였다. 공공부문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도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상태와 주관적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직무변수로서 직무동기와 직무소진

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고자 하며,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직무동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무동기(job motivation)는 "특정 목적을 환기시키고(arousing), 방향을 설정하고(directing), 

유지하는(maintaining)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박순애, 2006: 209). 이러한 직무동기는 내

적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적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될 수 있다. 내적동기는 조

직구성원들의 가치나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결과로, 외적동기는 외부에

서 주어지는 보상 등의 기제로 인식된다고 한다(Deci & Ryan, 1985; Utman, 1997). 

Lawler(1969: 428)에 의하면 내적동기는 “직무수행자가 자신의 업무 성과 달성 대가로 수령

하기로 기대한 주관적인 보상이나 감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일

컫는다. 이러한 내적동기는 직무 자부심과 행복감(Warr et al., 1979: 145), 직무수행에 대한 

개인적 만족(Lawler & Hall, 1970) 등을 포함한다. 내적동기는 개인 스스로의 업무달성으로

부터 발생하는 자기만족과 관련이 있다(Warr et al., 1979: 130). 이는 주로 직무 다양성과 자

율성 등 구성원들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Inge Houkes et al., 2003: 

428). 조직구성원들은 그들의 직무가 높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고, 그들의 성과에 피드백을 

받으며,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직무감에서 행복을 느끼며, 이를 통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내적동기를 경험한다고 한다(Hackman & Oldham, 1976).9) 

조직구성원들의 내적동기가 높을수록 그들의 성과가 향상되고(Ryan & Deci, 2006), 이로 

인해서 그들의 직무만족도 증가한다고 한다(Inge Houkes et al., 2003). 특히 내적동기는 외부

적인 지원이 아니라 구성원 자신들이 인식하는 개인적 만족감 및 자부심과 밀접하게 관련

이 있어, 내적동기는 개인의 내부적이고 주관적 감정인 동시에 그들의 인식과 행동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직에서 내적동기가 높은 구성원일수록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만

족감과 안정감이 높다.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만족과 안정감이 높을수록 자신들의 조

직에 오랫동안 머무르려고 하고,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가 낮아진다. 특히 조직 내에서 자신

들의 경력을 발전시킬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 때, 조직구성원들이 다른 직장을 찾으

9) 국내 실증연구로 양승범(2009)은 서울시내 3개 구청 공무원들을 설문조사하여, 직무관여, 내적동기, 
여가활동, 급여수준, 동료 및 상급자와의 관계가 지방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

데, 지방공무원들의 이직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관여 정도이며, 이러한 직무관여 

정도가 지방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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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의도는 더욱 증가하고 그 결과가 이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Inge Houkes et 

al., 2003: 429). 또한 조직 내 구성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직장 내에서 자신들의 경력을 

어느 정도 증진시킬 수 있을까가 직장선택의 중요한 원인이기에(Iverson & Roy, 1994), 직무

와 관련된 내적동기는 직장선택 뿐만 아니라 이직의도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 구성원들의 내적동기가 높을수록 그들이 직장을 떠나려는 이직의도는 현저히 줄어

든다고 할 수 있다(Inge Houkes et al., 2003).

이러한 논의는 공공부문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민간조직과 비교하여 공공조직은 상대적으

로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경제적 보상을 비롯한 외연적 보상은 정부 예산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동기에 관한 공공부문 연구들은 주로 공공관리

자들 스스로가 경제적 보상 대신 사회봉사 및 공헌에 더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내적동

기를 핵심 동기부여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Georgellis et al., 2011: 475). Lyon et 

al.(2006: 612)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민간조직 종사자들 보다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도전성 등과 같은 내적동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0) 내적동기

가 높은 공공부문 종사자일수록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이로 인

해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보다 조직에 남으려는 의지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 지

방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조사한 실증연구에서도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더 잘 된 공무원일수

록 이직의도가 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양승범, 2009: 191). 따라서 공공부문 구성원들

의 조직 내 내적동기가 높을수록 그들의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는 더욱 낮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 공공부문 구성원들의 내적 직무동기가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내적동기와 함께 외적동기 역시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가 된다. 내적동기가 단순히 행동 그 자체의 즐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는 것이라면 외

적동기는 행동자체 보다는 행동의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 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Ryan & Deci, 2000: 60). 외적동기는 주로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외적동기는 조직구성원들의 급여, 승진, 보너스, 여가 등의 만족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내

적동기와는 달리 업무 환경 및 보수와 같은 경제적 보상이 외적동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

인이 된다는 것이다(Warr et al., 1979: 131). 외적동기 역시 조직구성원들의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외적 직무동기가 높을수록 조직에서 이탈하는 직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10) Lyon et al.(2006)은 캐나다에 근무하는 공공, 민간, 준공공 조직에 근무하는 지식근로자들 549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업무가치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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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lerand & Bissonnette, 1994), 다른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연계성이 점차 증진되며, 조직 

구성원 스스로도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Sheldon & Kasser, 1995). 뿐만 아니

라 경제적 보상 및 외연적 부대조건 등과 같은 외적동기는 직장을 선택할 때 역시 중요한 

조건이 된다. 나아가, 경제적 보상이 어느 정도 주어지느냐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

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Iverson & Roy, 1994; Inge Houkes et al., 2003: 429). 

외적동기가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부문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예산상의 한계로 공공부문 종사자에게는 민간부문의 종사자와 같이 높은 경

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높은 경제적 

보상 및 외연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공부문 근로자의 이직의도는 크게 줄어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박순애, 2006). 특히 공공부문의 보수, 연금, 후생복지는 예산과 밀접한 관련

성이 있어 경제적 보상은 충분하게 주어지지 못하지만, 그 외 승진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외연적 지원은 그들의 이직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zeng(2002)는 전반적인 직

무만족과 더불어 외적동기인 급여, 승진 등이 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외적동기 중에서 승진이 이직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하였다.11)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승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 구성원들은 그들의 보수, 복리후생, 연금, 승진, 업

무환경 지원 등과 같은 외적동기가 높을 때 자신의 직장에 만족감 및 소속감을 느끼고, 이

직의도도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가설 2 : 공공부문 구성원들의 외적 직무동기가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3.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무소진(job burnout)은 Maslach의 1976년 연구에서 처음 소개 되었으며, 이는 “장기간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직 및 서비스업 근로자에게서 나타나

는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탈진 및 고갈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박근우, 2012).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직무소진을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조직 구성원들의 탈진 

및 피로감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도록 한다(Cordes & Dougherty, 1993: 622). 직무소진에 대

한 대부분의 연구는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활용하여 수행되어 왔다. 조직 구성

원들의 직무소진은 다양한 직무관련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 같은 맥락에서 이영균･최인숙(2013)은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는 승진적체가, 정윤길･손경희(2006)는 

지방공무원들에게는 경력정체가 그들의 이직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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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직무 및 역할 특성 변수(job and role characteristics), 조

직특성 변수(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개인특성 변수(personal characteristics)가 직무소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Cordes & Dougherty, 1993: 628-637). 먼저 직무 및 역할 특성

과 관련된 변수로는 대인관계, 역할 갈등 및 모호성, 역할 과중 등이 중요한 직무소진의 원

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조직특성 변수는 성과와 연계된 보상 및 처벌 가능성, 직무

맥락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소진이 달라지고, 성별, 연령, 경험 

여부 등을 포함한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개인의 직무에 대한 기대가 직무소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도 개인특성 변수보다 조직 내 직무 및 

조직특성이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이라는 것이다

(Cordes & Dougherty, 1993).

이처럼 직무관련 요인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

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직무의 전문성 및 근무환경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Um & Harrison, 199812); 이형렬･송경민, 201013); 황인희･이
영호, 201214)), 자기 존중감 및 통제 역시 직무소진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박

미선, 2008).15) 또한, 조직 내 정치행동 역시 직무소진과 관련성이 있으며(임운식･김무형, 

2011)16), 조직 구성원들의 욕구 및 욕구충족간의 불일치와 능력과 요구간의 불일치는 직무

소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김병섭, 1995).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은 조직구성원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이 증가할수록 조직 내 업무성과는 저하되고

(Tam & Mong, 200517); 염영배･장인봉, 201218)), 결근율 및 이직률 등 조직 구성원들의 근

12)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직무불만족과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과정을 역할스트레스 요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직무에 대한 갈등 및 역할 충돌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진 및 직

무불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3) 특히 여성복지 전담 공무원에게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소진과 밀접

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 경찰공무원 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직

무스트레스 및 외상스트레스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5)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있고, 조직 내에 승진기회와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수록 민원인에 대한 비인간화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16) 경찰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조직 내에 정치행동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면 그들의 직무소진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17) 홍콩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등을 연구한 Tam & Mong(2005)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적 고갈 및 비인격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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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Cordes & Dougherty, 1993: 621)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을 줄이는 것은 조직 생산성 향상 및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을 증진시

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직 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무소진은 조직구성원들의 

부정적인 근무태도인 이직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서는 직무소진이 증가할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는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예: 남

진영, 201119); 오성길, 201220)). 

Maslach & Jackson(1981: 99)에 의하면 직무소진은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자아

성취감(personal accomplishment) 저하,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등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차

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Maslach & Jackson(1981)에 의하면 과도한 업무과

중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적 고갈이 먼저 나타나고, 이로 인해 비인간화가 발생되

며, 개인의 능력과 조직 요구 간의 격차로 인하여 자아성취감 저하라는 직무소진이 발생한

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Golembiewski(1989)는 상당한 비인간화로 인하여 자아성취감이 줄어

들며, 이러한 자아성취감의 쇠퇴가 결국 높은 수준의 정서적 고갈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가지 차원의 직무소진이 어떠한 순서로 발생 되든지 정서적 고갈, 자아성취감, 

비인간화는 직무소진의 중요한 요인들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의 직무소진(정서적 고갈, 자아성취감 저하, 비인간화)이 조

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들이 감

정적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정서적 고갈이 증진

될수록 조직 구성원들은 자존감을 상실하고, 의기소침해하며,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Jackson & Maslach, 1982). 또한 이는 신체적으로도 피로감을 느끼게 하며, 불면증 증세를 

동반하게 한다. 이러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정서적 고갈이 증진될수록 그들은 다른 사람들

과의 접촉을 삼가고 타인과 일정 거리를 두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Cordes & Dougherty, 

1993: 624). 따라서 정서적 고갈을 경험하는 구성원은 그들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

며, 이로 인해 그들의 사회화는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Jackson & Maslach, 1982). 즉, 조직구

상의 불평등은 향후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성과 향상을 위해 더욱 중요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18)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소진이 증가하면 그들의 업무 성과는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19) 병원 원무행정근무자들의 직무소진 정도를 조사하고, 직무소진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조사한 이 연구에서도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이 높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0) 오성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근로자들의 직무소진과 이직의도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즉, 직무소진이 클수록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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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의 정서적 고갈이 심해지면 타인과의 관계(예: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들은 직장을 떠나려는 이직의도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적 고갈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공공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특히 공공부문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 등을 실증분석 한 연구에서는 주

로 경찰관(Jackson & Maslach, 1982)이나 학교 교사들(Jackson et al., 1986)의 직무소진 및 이

직의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선행 연구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들의 경우 

직무 소진 중 정서적 고갈이 증진될 때 그들의 이직의도가 증진된다고 하였다(Jackson & 

Maslach, 1982; Jackson et al., 1986). 직무소진 중에서도 정서적 고갈은 조직 구성원들의 이

직의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직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조직 구성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로감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

여 정서적 고갈이 증진될수록 그들의 이직 필요성이 증진된다고 한다(Direnzo & Greenhaus, 

2011: 569). 이직의 바람직성과 필요성이 증가되면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조직

에 머무르기보다는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조직구성원들의 정서적 고갈로 인한 직무소진이 증진될수록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

려는 의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공공부문 구성원들의 정서적 고갈과 관련된 직무소진이 증가할수록 그들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둘째, 자아성취에 관한 직무소진은 업무와 관련해 조직구성원들이 업무 성취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Maslach & Jackson, 1981: 99). 조직구성원들이 그들의 직무

와 관련하여 충분히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과 조직의 기대 사이에 괴

리가 발생하여, 그들의 업무수행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Cordes & Dougherty, 1993: 624).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메타분석한 Cotton & 

Tuttle(1986: 58)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성과 달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

들의 이직의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에서 요구하거나 기대

하는 만큼의 직무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조직구성원들은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좌절감과 실망감은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에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구성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져, 조직을 떠나려는 이직의도와 이직 필요성

이 증진된다는 것이다(Cordes & Dougherty, 1993). 

공공부문 조직 구성원 역시 조직이 요구하는 업무수준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을 때 스

스로의 능력에 대한 회의로 인해 직무소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Samantrai, 1992; Jac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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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lach, 1982). 조직 내에서 직무관련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들

의 직무를 떠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경찰관, 

사회복지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아성취감에 의한 직무소진으로 인하여 이직의도가 증가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Samantrai(1992)은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주정부 사회복지공무원

들의 이직의도에 자아성취감과 관련된 직무소진이 중요한 원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밝

혀냈다. 또한, Jackson & Maslach(1982)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연구에서 경찰관들

의 자아성취감 관련 직무소진이 높을 때 경찰들은 자신들의 직장을 떠나려는 강한 의도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가설 4: 공공부문 조직 구성원들의 자아성취감 관련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그들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셋째, 비인간화는 조직구성원들이 타인을 대할 때 인간적인 측면을 잃어가는 감정을 의미

하는 데(Maslach & Jackson, 1981: 99), 이는 개인과 그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정서고갈 사

이에 감정적 완충작용(emotional buffer)을 한다(Cordes & Dougherty, 1993: 624). 정서적  고

갈과 함께 비인간화는 조직구성원들의 주관적 감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정서적 고갈

이 높을수록 비인간화의 정도가 높게 인식된다(Maslach & Jackson, 1981). 그러나 이는 정서

적 고갈과는 달리 주로 대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 공공부문에서 비인간화 현상은 대

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Vigoda-Gadot & Meisler, 

2010). 

특히 공공조직은 민간조직 보다 관료제적 특성이 강해 법적･제도적 경직성이 강하기 때

문에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비정의적(impersonality)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공공부문 조직 구성원들은 업무를 처리할 때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규

정을 우선시하게 된다. 이로 인해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타 조직구성원과 시민들을 대할 때 비인간화 현

상이 나타나기 쉬우며, 이러한 공공부문의 비인간화 현상 증대는 공공부문 구성원들의 직업

회의를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인간화로 인한 직무소진이 증가될수록 공무원들 역시 

자신들의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를 강하게 갖게 될 것이다. 

가설 5: 공공부문 구성원들의 비인간화관련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그들의 이직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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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분석 틀

직무동기
①내적동기
②외적동기

직무소진
①정서적 고갈
②자아성취감
③비인간화

이직의도

Ⅲ. 실증연구 

1. 분석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2014년 1월 말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약 한 달여간 우리나라 17개 지방자치

단체 지방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실증연구 분석을 

시행하였다. 총 500여부의 설문이 배포되었으며, 203개의 활용 가능한 응답설문이 회수되었

다(응답률: 약 40.6%). 설문내용에는 직무동기, 직무소진, 이직의도 등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

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설문 문항들은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1>에서 제시되고 있다. 지방세 공무원 응답자

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공무원이 많았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기혼인 공무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직급은 대체로 6급 이하로서 특히 6급과 7급

이 전체 응답자의 79.8% 정도를 차지하였다. 근무지역의 분포는 본청과 지역이 비슷하게 나

타났으며, 응답자 근속기간의 평균은 18.5년, 지방세 업무 근무기간은 평균 15.3년이었다. 응

답자의 평균 연령은 45.8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세 공무원 직무환

경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방세 공무원들의 특징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6급 및 7급에 분포를 

하고 있었으며, 지방세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15년 정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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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방세 공무원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및 평균

성별

① 남성 : 152명 (74.9%) 

② 여성 : 48명 (23.6%)

③ 미기재 : 3명 (1.5%)

연령 평균 45.8세 (표준편차: 6.3년) 

근속기간 평균 18.5년 (표준편차: 7.3년)

지방세 업무 근무기간 평균 15.3년 (표준편차: 6.3년) 

직급

① 4급 : 5명 (2.5%)

② 5급 : 11명 (5.4%)

③ 6급 : 70명 (34.5%)

④ 7급 : 92명 (45.3%)

⑤ 8급 : 11명 (5.4%)

⑥ 9급 : 2명 (1%)

⑦ 미기재 : 12명 (5.9%)

근무지역

① 본청 : 98명 (48.3%) 

② 지역 : 98명 (48.3%)

③ 미기재 : 7명 (3.4%)

교육수준

① 고졸이하 : 10명 (4.5%)

② 전문대졸 : 14명 (6.9%)

③ 대졸 : 162명 (79.8%)

④ 대학원졸 : 13명 (6.4%)

⑤ 미기재 : 4명 (2%)

혼인여부

① 미혼 : 10명 (4.9%) 

② 기혼 : 189명 (93.1%)

③ 미기재 : 4명 (2%)

2. 변수설정 및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에 직무소진과 직무동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을 7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우선,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를 종속변수로 선정하

였으며, 이직의도는 선행연구들(Mitchell et al., 2001; 박순애, 2006; 김학수, 2012)의 설문문

항을 바탕으로 5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이직의도 문항 간 측정 신뢰도의 크롬바흐 알파

값은 .767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먼저 직무소진(burnout)을 측정하였다. 직무소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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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aslach & Jackson(1981)의 초기 연구를 바탕으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 설문문

항을 활용하였다. Maslach & Jackson(1981)21)의 MBI에 의하면 직무소진은 크게 세 가지 차

원 즉,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자아성취감(personal accomplishment) 저하’22), ‘비

인간화(depersonalization)’로 논의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직무소진관련 설문 문항 등은 <표 2>

에서 제시되었다. 정서적 고갈에 관한 항목 간 신뢰도(크롬바흐 알파값: .913) 및 자아성취

감저하(크롬바흐 알파값: .886)과 비인간화(크롬바흐 알파값: .816)에 관한 항목 간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로 직무동기를 측정하였다. 직무동기는 Warr  

et al.(1979)의 연구, Deci & Ryan(1985)의 연구, Brehem & Gates(1997)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적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하여 측정하였

다. 선행연구에 따라 내적동기는 직장의 장래성, 직무관련 교육훈련, 일을 통한 성취감, 업

무의 즐거움,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같은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외적동기변수는 주

로 경제적 보상을 포함한 외부적 지원으로 보수, 후생복지, 승진, 여가활동, 일과 가정의 조

화 등과 같은 5가지 항목의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요인분석 결

과 직무동기는 크게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내적동기 변수 문항 간 측

정 신뢰도인 크롬바흐 알파값은 .903, 외적동기 변수의 크롬바흐 알파값은 .801로 나타나, 

문항 간 측정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변

수 외에 지방세 공무원들의 업무환경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세 공무원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결방안23)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21) Maslach & Jackson(1981)의 연구에서는 ‘관여(involvement)’에 관한 직무소진 항목을 포함시키나 이

는 직무소진의 선택항목으로 고려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따로 측정하지 않았다.  

22) Maslach & Jackson(1981)의 연구에서는 ‘자아성취감(personal accomplishment)’이라는 변수명으로 제

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맥상 통일성을 고려하여 ‘자아성취감 저하’라는 변수명으로 사용하

고자 한다. 

23) 해당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귀하의 직무상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②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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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1. 정서적 
고갈 

( .913)

2. 자아
성취감 저하 

( .886)

3.비인간화 
( .816)

나는 업무에서 좌절감을 느낀다. .634 .190 .268

나는 업무가 끝날 때쯤 완전히 소진되어 지친다.  .775 -.009 -.050

나는 아침에 일어나 업무 관련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 피로감을 느
낀다.

.847 .108 -.014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중압감이다. .727 .024 .430

나는 업무에 소진된다고 생각한다. .845 -.107 .072

나는 업무 때문에 탈진되는 경우가 많다. .835 -.036 .110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다. .613 .153 .502

나는 업무 중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느낄 때가 많다. .682 .097 .294

나는 나의 업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각박해지고 있음을 걱정한다. .621 -.069 .406

나는 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058 .578 .480

나는 고객들의 감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207 .591 .298

나는 고객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룬다.* -.051 .742 .281

나는 나의 업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느낀다.* 

.030 .786 .016

나는 내가 매우 열정적이라고 생각한다.* .098 .778 .055

나는 고객들과 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077 .852 .032

나는 고객과의 긴밀한 업무를 마치고 난 후에 희열감을 느낀다.* .101 .676 -.092

나의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수행해 왔다.*  .088 .815 .037

나는 고객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다. .110 .167 .726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고 난 후로 사람들에게 더욱 냉담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47 .049 .755

나는 주위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344 .108 .676

나는 고객들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025 -.183 .547

나는 내가 고객들을 다루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76 .190 .726

요인

1. 내적 
직무동기
( .903)

2. 외적 
직무동기
( .810)

직장의 장래성 .649 .460

직무관련 교육훈련 .716 .356

일을 통한 성취감 .857 .361

업무의 즐거움 .861 .308

직무에 대한 자긍심 .866 .068

<표 2> 직무동기, 직무소진, 이직의도에 관한 문항 및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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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379 .635

후생복지 .258 .761

승진 .139 .684

여가활동 .188 .817

일과 가정의 조화 .313 .651

이직의도 ( .767)

현재의 직업에 대한 불만으로 일하기 싫은 적이 있다. .694

현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싶다 .735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한 적이 있다. .595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때가 있다. .804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둘 마음이 있다. .769

 괄호 안은 크롬바흐 알파값
 *는 역코딩된 문항
 ** 회전은 Varimax 방법을 이용하였음

3. 통계적 분석

1) 변수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설정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고 있다. 먼저 각 변수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직무동기와 관련해 지방세 공

무원들은 내적동기(평균: 3.92)보다 외적동기(평균: 3.50)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직무동기에 있어서 지방세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직무

에 대한 자긍심24)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승진25)을 비롯한 외적 직무동기는 상대적

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직무소진과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자아성취감저하(평균: 3.26)

와 비인간화(평균: 3.09)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정서적 고갈(평균: 3.72)은 상

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어 지방세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정서적 고갈로 인

한 직무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평균: 3.98)는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응답한 지방세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승진을 

비롯한 외적동기에 대해 낮은 만족감을 나타내며, 정서적 고갈로 인한 직무소진이 높고, 높

은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4) 직무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자긍심은 직무동기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 4.17이었다. 

25) 특히 승진에 관한 설문문항에 있어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82로서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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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직무동기, 직무소진, 이직의도에 관한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평균 표준편차
외적직무

동기
내적직무

동기
정서적 
고갈

자아성취감 
저하

비인간화 이직의도

외적직무동기 3.50 .91 ( .810) .641** -.166* -.053 .014 -.296**

내적직무동기 3.92 1.06 ( .903) -.313** -.285** -.150* -.441**

정서적 고갈 3.72 1.05 ( .913) .116 .544** .510**

자아성취감저하 3.26 .81 ( .886) .255** .025

비인간화 3.09 1.02 ( .816) .280**

이직의도 3.98 1.17  ( .767)

 괄호 안은 크롬바흐 알파값
 * p < 0.05 , ** p < 0.01

이러한 결과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먼저 이직의도와 

직무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적동기(r=-.441, p<0.01)와 외적동기(r=-.296, p<0.01) 모두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이직

의도는 대부분의 직무소진 변수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직무소진 변수들 중 

정서적 고갈과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r=.510, p<0.01)가 나타났으며, 비인간화와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280, p<0.01)가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성취감저하와 관련된 직

무소진은 이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r=.025, p>0.05)를 나타냈지만, 그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r=.641, p<0.01)가 

나타났으며, 정서적 고갈과 비인간화관련 직무소진 사이에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r=.544, 

p<0.01)가 있었다. 직무동기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적 직무동기는 모든 직무소

진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외적 직무동기는 정서적 고

갈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이직의도는 

직무동기 및 직무소진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직무동기와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4> 참조). 

2) 직무동기와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직무동기와 직무소진이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 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통제변수만을 고려한 모형 1, 직무동기를 포함한 모형 2, 직

무소진을 포함한 모형 3, 그리고 모든 변수들을 포함한 모형 4를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들은 

주로 지방세 공무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별, 연령, 혼인여부, 근무

지역, 지역변수,26) 근속기간, 지방세 업무 근무기간 등을 포함한다.27) 그리고 분석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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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산성 문제를 고려해 회귀식에서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보

았으나, 모든 모형에서 그 값은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산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이군희, 2008).28) 통제변수들로만 구성된 모형 1은 모형의 설명이 낮을 뿐만 

아니라 통제변수 모두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직무동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제변수와 직무동기를 

고려하였을 경우 이직의도의 모형 설명력은 25.9%로서 모형 1에 비해서 증가된 모형 설명력

(△R2)은 20.5%로서 변수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로 여전히 통제변수에 

해당되는 변수들은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직무동기 중에서 

외적 직무동기는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내적 직무동기는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β=-.47)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 4

(β=-.35)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승진 또는 경제적 보상으로 이루어진 외적 직무동기보다

는 직장의 장래성, 직무관련 훈련, 업무 성취감, 즐거움, 직무에 대한 자긍심 등과 같은 내적 

직무동기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할 때,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외적 직무동기는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나, 내적 직무동기는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가설 1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Herzberg(1987: 112-113)의 동기-위생요인론(Motivator–Hygiene Theory)

의 결과와 유사하다. Herzberg에 의하면 임금, 직업안전성, 업무조건, 복리후생비 등의 외적 

직무동기 요인과 관련된 위생요인들은 단순히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족을 줄이는 데만 긍정

적 역할을 하고, 그들의 직무 만족 증진을 위해서는 업무도전성, 책임감, 성취감 등의 내적 

직무동기인 동기요인들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김재영·변애경, 1999). 본 연구에서도 이직의도

를 줄이는 중요한 직무동기는 외적동기가 아니라 내적동기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형 3에서는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 2에 비해서 모형 3

은 미세하게나마 설명력이 증가하였다(△R2=.007). 모형 3에서 역시 통제변수들은 지방세 공

26)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서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유형 

변수를 지역변수로 고려하였다. 지역변수는 광역단체와 기초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광역과 기초 

여부에 따라 지역인구 수에 따른 행정수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문병태, 2010)에 지역변수를 광역

과 기초로 나누어 이들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27) 성별은 여성은 0, 남성은 1로, 근무지역은 본청은 0, 지역은 1로, 지역변수는 광역은 0, 기초는 1로, 
혼인여부는 미혼은 0, 기혼은 1로, 근속기간 및 지방세 업무기간은 개월 수로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28)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VIF의 기준 값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논

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Myers(1990)가 제시하는 기준 값인 ‘10’을 다중공선성 여부

의 기준으로 보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Myers의 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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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들의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응답자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 변수들인 성별, 연령, 혼인여부, 근무지역, 지역변수, 근속기간 및 지방세 업무 근

무기간 모두는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자아성취감 저하와 비인간화는 이직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서적 고갈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모형2: β=.474, 모형 4: β=.353)을 미쳤다.29) 다시 말해, 지방세 공무원들의 정

서적 고갈이 높을수록 그들의 이직의도는 증가한다는 것이다(가설 3 채택, 가설 4와 5는 기

각). 분석 결과를 통해,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피로감, 좌절감, 중압감 등이 증대될 때 공무

원들이 직장을 떠나고자 하는 의향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직무동기와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이직의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회귀
계수 

t 값 VIF
회귀
계수 

t 값 VIF
회귀
계수 

t 값 VIF
회귀
계수 

t 값 VIF

상수 1.35 1.23 3.65 3.35 .559 .525 2.94 2.49*

통제
변수

성별 .163 .72 1.22 .187 .910 1.21 -.085 -.402 1.31 -.011 -.053 1.31

연령 .002 .092 3.06 -.004 -.172 3.12 -.011 -.495 3.09 -.012 -.536 3.14

혼인여부  -.141 -.274 1.54 -.303 -.591 1.73 -.205 -.444 1.56 -.209 -.421 1.81

근무지역 -.039 -.204 1.18 -.034 -.193 1.18 -.002 -.013 1.20 -.001 -.006 1.21

지역변수 .251 .756 1.14 .074 .235 1.17 .048 .160 1.21 -.006 -.020 1.20

근속기간 .343 1.11 4.06 .337 1.18 4.21 .416 1.50 4.12 .321 1.17 4.38

지방세 업무 
근무기간

.095 .674 1.81 .148 1.34 1.85 .043 .335 1.84 .111 .904 1.91

직무
동기

외적 직무동기 .016 .134 1.70 -.019 -.163 1.84

내적 직무동기 -.47** -4.90 1.69 -354** -3.36 2.22

직무
소진

정서적 고갈 .474** 5.12 1.64 .353** 3.73 1.67

자아성취감 
저하

-.014 -.135 1.12 -.094 -.849 1.34

비인간화 .060 .595 1.74 .034 .334 1.74

R2 .054 .259 .276 .358

△R2 .205 .007 .082

F 1.29 5.659** 5.847** 6.506**

 * p < 0.05 , ** p < 0.01 

29)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상당수 지방세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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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함의 및 결론

1. 연구의 함의점

1) 내적 직무동기의 중요성  

선행연구에 의하면 내적 직무동기와 외적 직무동기 모두 공공부문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

의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방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분

석한 본 연구에서는 보수, 후생복지, 승진 등의 경제적 보상과 여가활동 지원 및 일과 가정

의 조화 등의 외연적인 업무 환경 지원들을 포함한 외적 직무동기보다는 직장의 장래성, 직

무관련 교육훈련, 일을 통한 성취감, 업무의 즐거움, 직무에 대한 자긍심 등으로 구성된 내

적 직무동기가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데 유의미한 요인들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적 직무동기와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는 음의 

상관관계(r=-.296, p<0.01)에 있지만, 회귀분석 모형에서 살펴보았을 때 외적 직무동기는 이

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외적 직무동기와 이직

의도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데 외적 직무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외적 직무동기가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도구적 가치로서 역할을 하

고(Ryan & Deci, 2000), 다른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연계성을 점차 증진시키며, 이를 바탕으

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여(Sheldon & Kasser, 1995) 그들의 조직 이탈

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Vallerand & Bissonnette, 1994) 본 연구에서

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

상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지방직 공무원들로서, 그들의 보수, 후생복지, 여가활동 지원, 일과 

가정의 조화 정책은 법령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외적 동기는 다른 공무원들과 유사하게 제공이 되며 공무원들 간에는 이러한 외적 동기에 

대해 낮은 차별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승진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2.82로서 

다른 외적 직무동기 요소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적 직무동기

요소와 관련된 만족도는 낮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공무원들은 외적 직무동기가 그들의 이

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그들이 내적 직무동기에 대해 갖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내적 직무동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자신들의 직무에 자긍

심을 느끼고, 자신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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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세 공무원들이 직장을 떠날지, 아니면 머물러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직

무동기는 내적 직무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기존연구들(March & Simon, 1958; Jackofsky, 

1984; Direnzo & Greenhaus, 2011)에서 논의한 이직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구성원들

의 이직의 바람직성(Desirability of Movement)은 내적 직무동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낮을 

때,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느낄 때, 직무에 희열을 느끼지 못할 때 이직을 결

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데 내부적 직무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Hackman & Oldham(1976)의 조직목표와 구성원들의 욕구와 관련

된 직무특성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내적 직무동기의 중요성은 공공조직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민

간조직 보다 공공조직은 경제적 지원 및 다른 외부적 지원이 예산상의 제약을 동반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외적 직무동기 요인을 증진시킬 수 없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제

약조건을 고려해 볼 때 내적 직무동기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또한 이는 공공부문 종

사자들이 민간조직 및 준공공조직 종사자들에 비해 더 큰 내적 동기요인들을 갖게 된다는 

Lyon et al.(2006)의 경험적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조직 구

성원들의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직무 성취

감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직무소진 완화의 중요성 

본 연구에서는 직무동기와 함께 직무소진이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데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정서적 고갈, 자아성취감 저하 및 비인간화와 관련된 

직무소진 모두가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아니

지만, 정서적 고갈은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소진 중에서 정서적 고갈이 조직구성원들의 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Cordes & Dougherty, 1993)과 정서적 고갈이 다른 비인간화와 

자아성취감 저하 관련 직무소진을 초래한다는 주장(Maslach & Jackson, 1981)과 같은 맥락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성취감 저하 및 비인간화와 관련된 직무소진이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러한 결과가 자아성취감 저하 및 비인간화와 관련된 직무소진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비인간화는 이직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280, p<0.01)가 나타났으며,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고갈과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직무동기와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279

비인간화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비인간화와 관련한 직무소진 역시 지방세 공무원

들의 이직의도에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대상이 지방세 공무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지방세 공무원들은 대민과의 잦은 접촉을 

갖게 되고, 이러한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세 공무원들이 비인간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인간화는 개인에게 과중한 직무를 부과함에 있어 감정적인 완충 역할

을 하며(Cordes & Dougherty, 1993), 특히 공공부문 종사들은 법령에 우선하여 비정의적

(impersonal)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세 공무원들은 비인간화로 인한 직무소진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특히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 공무원들에게 대민

업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활하게 대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서적 고갈로 인한 직무소진의 완화는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줄이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직무과중 및 직무스트레스

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감, 정신적･신체적 탈진으로 인한 공공부문 종사들의 정서적 고

갈이 심각해지고, 그들의 정서적 고갈 현상이 극단적으로 악화되면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

의도는 실제 이직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감정적 고갈 현상이 발생하면, 그들의 심리적 상태는 불안정해지며 이로 인해 스스

로 자존감을 잃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Jackson & Maslach, 1982),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들

의 직장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현 직장을 떠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이다. 정서적 고갈은 단순히 감정적 측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과

다 및 대인관계를 통한 신체적 피로감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 고갈이 증진될수록 

구성원들은 무기력해지고 소극적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다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하

여 타인과의 접촉도 줄어들어 조직 내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조직구성원들과

의 관계도 소원해지며 현 조직에 대한 소속감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

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 역시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해 정서적 고갈현상이 커짐에 따라 현 

직장을 떠나려는 이직의도가 강해지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경찰관과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직의도를 조사한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예: Jackson & Maslach, 1982; Jackson et al., 1986; 김병섭, 1995).

2. 소결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지방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

히,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동기 및 직무소진이 그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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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았다. 실증연구 분석 결과 지방세 공무원들에게는 외적 직무동기보다 내적 직무동

기가 그들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소진 중에서는 정서적 고갈이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높이는 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적 직무동기 그리고 자아성취감 저하 및 비인

간화와 관련된 직무소진은 지방세 공무원들의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설문조사만을 활용하여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동

기,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를 조사하여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지닌다. 특히 각 변수들의 설문

문항들을 조사하다 보니 문항 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Myers(1990)의 연구에 따라 VIF 값과 Tolerance 값 모두를 살펴본 결

과 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더 좋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기 위

해서는 연구방법의 다각화(triangulation)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지방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지방세 공무원들은 다른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지방세를 전문

적으로 다루는 직무특수성을 지닌다.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요구되는 직무역

량이 다른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적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세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

의 직무에 대한 자긍심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 공무원들의 내적 직

무동기가 그들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교육훈련을 통해서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자신들의 직무에 대

한 성취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들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직무성취감을 직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무성취 요소를 근무성적 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승진 및 보상에 중요한 근거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는 지방세 공무원들의 경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들의 직무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향

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세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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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그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는 커지고 이로 인

하여 심각한 정서적 고갈 현상을 유발시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공부

문에서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한 성공적인 관리전략으로 정서적 고갈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 역할 갈등 및 모호성, 역할 과중 등의 직무특성과 보상에 대

한 공정성 및 직무 맥락 등의 조직특성 모두가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들(Cordes & Dougherty, 1993)인 만큼 정서적 고갈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관리 방안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공공부문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과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여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적합한 직무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존중감 향상(박미선, 2008)을 

위한 교육훈련 역시 그들의 정서적 고갈을 줄이는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공무원들이 직무로 인하여 정서적 고갈을 겪게 될 때 이러한 부정적 심리를 적극적으

로 치유할 수 있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정서적 고갈이 해소된다면 공공부문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

의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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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y or Leave? A Study of the Impact of Motivation and 

Burnout on Employee Turnover Intention in the Public Sector

Jungin Kim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tax officers in local South Korean government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perceived work environment, including work 
motivation and burnout, on local tax officers'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intrinsic work motivation rather than extrinsic work motivation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influenced local tax officers' turnover intention. In addition, emotional 
exhaustion rather than personal accomplishment or depersonalization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influenced local tax officers' turnover intention. More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higher intrinsic work motivation and lower emotional 
exhaustion led to lower turnover intention among local tax officers. 

【Keywords: Local tax officers, work motivation, burnout, turnover inten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