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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보건소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기도 소재 보건소 구성원

(의무직, 행정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기타-위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48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적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서적몰입과 지속적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고용형태(정규직/기타직)별로 직무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직무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효과가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organization commitment of health center members on 
the public service motive. This study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members(medical job, administrative job, nursing job, medical 
technology job, health job, and consignment of a health center in Gyeonggido) to use 481 collected copies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compensatory satisfaction level was, the bigger positive(+) effect it had on the public 
service motive. Second, as for the effect of the organization commitment on the public service motive, the higher the emotional 
commitment and continuous commitment level was, the bigger positive(+) effect it had on the public service motive. Third,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 the effect of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on the public service motive and the 
employment pattern(full-time position/the other jobs), the full-time posi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ublic service motive in the 
influence of the job satisfaction on the public service 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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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국민의료 복지서비스의 제일선에 있는 보건소운영의 실효성은 새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다. 정부는 이전의 보건서비스와 차별

적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Health Plan 2020)을 발표 하였고, 국민의 통합건강 관리를 위해 공공보건 기능강화를 비롯

한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치 단체별 보건소 행정이 시, 군, 구의 

국 단위로 비효율적 통제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15]. 그런 결과로 인해 보건소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 떨어지고, 결국엔 보건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Perry와 Wise는 정부기관과 공공조직에 공통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구성원의 자발적 의지를 ‘공공봉사동기’로 정의하였다. 

공공봉사동기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구분된다. 외재적 동기는 직무수행을 위해 개인이 투자한 노력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고, 내재적 동기는 공공가치 실현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기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려는 성

향을 뜻한다[4].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은 금전적 보상을 통해 공공봉사동기를 강화하는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내

재적 동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22].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보건소는 공공봉사에 가치를 두고 있는 조직으로써 구성원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 공공봉사동기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Wright은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일에 대한 중요성과 업무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향이 있고, 특히 공공분야의 종사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공공봉사동기와 상호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29].

이미 보건소를 제외한 기타 공공분야에서는 공공봉사동기의 선행요인에 해당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검증한 바 

있었다.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매우 높은 성향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공공봉사동기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다양한 직종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진 보건소에서도 높은 공공봉사동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건소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공공봉사동기의 

역학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던 실증적 연구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건부문의 구성원에 대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를 확인하고 

공공봉사동기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고용형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소 구성원의 공공봉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이론적�배경

2.1�직무만족과�조직몰입

직무만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심리평가로써 이로 인해 직무에 대한 우호적 정서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25]. 조직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긍정적 만족감은 조직의 공통

가치에 순응하고 개인의 목표와 일치시키는 반면 부정적 만족감은 조직에 대한 몰입을 낮추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2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자율성, 조직문화, 리더십 등 조직의 환경적요인 중심으로 직무만

족의 관계를 연구해 왔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17]. 

조직몰입 역시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갖는 성향을 의미하며 직무만족과 함께 조직의 유효성을 설명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

다. 양창삼은 조직몰입은 단순한 충성심과는 다르며,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의 목표나 가치를 신뢰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심

리적 현상으로 보았다[10]. Meyer와 Allen은 조직몰입이 조직과 동일시 하고자 하는 ‘정서적몰입’, 조직과의 분리를 통한 이해득

실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지속적몰입’, 조직의 목표를 내면화 하여 애착과 책임감 충성심으로 가치화 하는 ‘규범적 몰입’으

로 유형화 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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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인과적 관계에서 선행요인에 대한 논의가 있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유사한 개념으로 상호 통제요

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의 선행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직무만족감이 높아질수록 조직몰

입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조직몰입을 독립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다양한 

모형으로 검증 보완되어 가고 있다. 권오옹은 종합병원 근무자의 조직몰입 중 정서적몰입이 이직에 대한 의지에 가장 높은 영향

을 검증하였으며[2], 김종인와 이현숙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소장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직무수행의 역학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아지면 직무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5].

2.2�공공봉사�동기

공공봉사동기에 관한 개념에 대한 논의는 1990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Rainey와 Steinbauer는 공공봉사동기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봉사하

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로 정의하였으며, 자기희생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일반적인 동기

를 포함한다고 하였다[27]. 

Perry는 공공봉사동기를 개인의 심리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합리적 차원’, 사회조직의 규범에 따르고자 하는 ‘규범적 차원’, 

다양한 사회의 정황에 대해 감정의 대응으로 ‘정서적 차원’으로 공공봉사의 개념을 유형화 하였다[26]. 그리고 세 가지 차원의 공

공봉사동기에 대한 비판을 보완·수정하여 공공봉사동기의 경험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네 가지 영역에 하위 구성개념으로 ‘공공

정책에 대한 호감도’, ‘공익에 대한 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을 제안하였다[26]. Coursey와 Pandey는 Perry가 제시한 네 가지의 

구성개념을 10개로 지표화 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공익에 대한 몰입, 동정심의 3개의 하위 구성개념이 공공봉사동기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21].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봉사동기의 네 가지 하위 구성개념이 적용가능한 지를 연구한 논문

이 있었다[24]. 

3.�연구방법

3.1�자료수집�및�연구방법

우리나라 보건소의 구조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경기도 소재 보건소에 근무

하고 있는 구성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직접방문하여 조사 및 수

집하였으며, 조사 내용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기입된 설문을 제외한 481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모형 검증을 위해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SEM)분석을 하였으며, 보건소 구성원의 

고용형태에 따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검증을 통해 조절효

과(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3.2�연구모형

연구모형은 보건소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공공

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절차로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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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3.3�연구가설

Fig. 1의 연구 모형에 따른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형태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1) 직무만족 요인과 공공봉사동기의 관계

 - H1 : 환경적 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 심리적 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 보상적 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직몰입 요인과 공공봉사동기의 관계

 - H4 : 정서적 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 지속적 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 규범적 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고용형태 요인과 공공봉사동기의 관계

 - H7 : 직무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8 : 조직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4.�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설문 응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한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규범적 몰입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5점 척도의 중앙값인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기술통계에 나타난 결과 값을 기준으로 현상을 그대로 해석하면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도(보상, 심리, 환경)와 조직몰입(정

서, 지속), 공공봉사동기(동정, 공익몰입, 호감, 희생)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정규성 가정은 변수의 왜도(±3미만)와 첨도(첨도:±10미만)의 기준이 만족되어야 하는데[8], 이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직무만족의 환경적 만족 -.342, 조직몰입의 규범적 몰입이 .406로써 다른 변수들과 정규성에 차이

를 보였으나, 첨도와 타당도, 신뢰도, 다중 공선성 등 다수의 검증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 연구모형 검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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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변 인 구 분 빈도(명) 비율(%)

인구사회학

적 특성

성별
남 106 22.2
여 371 77.8

합계 477 100.00

사회·경제학

적 특성

학력

고졸 26 5.4
전문대졸 180 37.7

대학교졸(4년제) 245 51.3
대학원졸(석사) 24 5.0
대학원졸(박사) 3 .6

합계 478 100.0

근무

년수

2년 이하 104 24.9
3-5년 202 48.4
6-10년 48 11.5
11-15년 57 13.7
16-20년 6 1.4

합계 471 100.0

직렬

의무직 4 .8
행정직 36 7.6
보건직 82 17.3
간호직 146 30.7

의료기술직 65 13.7
기타 142 29.9

합계 475 100.0

고용형태

정규직 278 58.4
무기계약직 76 16.0

비정규직(위탁업체) 40 8.4
기타(일용직, 기간제) 82 17.2
합계 476 10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직무만족

보상 481 3.24 0.685 -.010 -.126
심리 481 3.46 0.653 -.049 .486
환경 481 3.37 0.771 -.342 .165

조직몰입

정서 481 3.43 0.810 -.259 .120
지속 481 3.31 0.741 -.264 .264
규범 481 2.46 0.952 .406 -.236

공공봉사동기

동정 481 3.69 0.827 -.266 -.199
공익몰입 481 3.24 0.656 -.048 .092

호감 481 3.28 0.652 -.094 .260
희생 481 3.35 0.767 -.07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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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내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 및 신뢰도 평가는 Table 3과 같다. 선행연구 및 이론과 관계된 가능한 조합을 탐색하고

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을 활용했다. 

그 결과 직무만족의 분산은 23.50%, 조직몰입은 22.96%, 공공봉사동기 11.44%이었으며, 요인적재량에서 다소 ±.6이하의 관

측변수를 제거하고 최초 29문항에 9문항을 제거한 20문항을 최종 모형에 포함하였다. 각 독립변수의 신뢰도는 직무만족 .902, 조

직몰입 .751, 공공봉사동기 .872 이었다.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Table 4와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에 대한 각 경로의 유의성 분석은 

C.R값을 기준(절대값 1.645)으로 가설 채택 유무를 판단하였다. 구조모형을 활용한 상호작용효과의 분석을 위한 모형적합도는 

비교준적합지수(TLI), 비교적합지수(CFI),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 기준으로 하였다.

문항

변인

직무

만족

조직

몰입

공공

봉사

Cronbach 
α

나에게 부여되는 업무량에 대해 만족한다 .706

.902

나의 능력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725
나는 업무성과에 따른 공정한 성과급에 만족한다 .680
나는 나의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 .762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에 대해 만족한다 .793
나는 일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대하여 만족한다 .710
나는 나의 업무수향 능력을 인정받는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794
나는 포상이나 징계가 공정하게 시행되는 것에 만족한다 .752
나는 우리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607

.751
나는 조직에 투자해 놓은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할 때 이 조직을 떠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724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조직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것이다 .658
이 조직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진다 .536
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전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다하는 공무원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537

.872

개인적 성공보다 사회에 대한 공헌이 내게 큰 의미가 있다 .735
사회를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750
아무런 대가가 없이 다른 이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679
국가, 혹은 속한 지역사회의 익을 위한 공공정책 수립에 관심이 많다 .753
공공정책 입안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나에게 매력적인 일이다 .753
내 자신보다 먼저 나의 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40
높은 수입을 추구하기보다 사회에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욱 중요하다 .708
경제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보람과 가치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욱 중요하다 .687

Eigen-value 4.935 4.823 2.404
분산설명(%) 23.502 22.965 11.445

초기항목: 29문항 → 최종항목: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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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oodness of Fit on Equation Model

지수       / TLI CFI RMSEA
적합도 202.97 39 .000 5.205 .909 .946 .094

평가기준 - - .05이상 3-5이하 .9이상 .9이상 .05-.10이하

판정 부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수용가능

TLI(Tucker- Lewis Index) : 비교준 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 비교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

유의성 검증 결과에 따른 연구가설 검정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직무만족도 요인과 공공봉사동기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하위 

가설인 ‘환경적 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경로계수 .022(t=.438, p<0.01), ‘심리적 만족이 공공봉사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경로계수 .027(t=.663, p<0.01), ‘보상적 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가 경로계수 .115(t=2.55, p>0.05)로 보상적 만족이 유의한 결과였다. 즉 직무만족 중 보상적 만족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가 

높아지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조직몰입 요인과 공공봉사동기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하위가설인 ‘정서적 몰입은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가 경로계수 .372(t=7.40, p<0.001), ‘지속적 몰입은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경로계수 .147(t=3.14, 

p<0.05), ‘규범적 몰입은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경로계수 .016(t=.056, p<0.001)로 정서적 몰입이 높을

수록 공공봉사동기에 정(+)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 몰입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가

설 4, 5은 채택되었다.

Table 5. Significant Test Model

영향관계　 경로계수 t-value
환경적 만족 → 공공봉사 동기 0.022 0.438
심리적 만족 → 공공봉사 동기 0.027 0.663
보상적 만족 → 공공봉사 동기 0.115 2.553

정서적 몰입 → 공공봉사 동기 0.372 7.406

지속적 몰입 → 공공봉사 동기 0.147 3.146

규범적 몰입 → 공공봉사 동기 0.016 0.291

조절효과는 메인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메인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모델로써 메인효과가 조절변수에 의해 그 

효과가 변하는 경우 조절효과 모델을 적용한다[8]. 조절효과를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비메트릭스 변수의 조절효

과와 메트릭스 변수의 효과로 구분한다[8]. Table 6과 같이 AMOS를 활용해서 직무만족이 공공봉사동기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

규직과 기타직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규직의 경우 직무만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봉사 동기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기타직은 직무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Regulation Effects of Employment Pattern

구분 정규직 C.R. 기타직 C.R.

직무만족 → 공공봉사 3.765***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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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연구가설 결과

H1 : 환경적 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 : 심리적 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 : 보상적 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 정서적 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 : 지속적 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6 : 규범적 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7 : 직무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8 : 조직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5.�고찰�및�결론

5.1�연구결과에�대한�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소의 다양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으로 경기도 소재 보건소 구성원(의무직, 행정직, 간

호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기타-위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48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그들이 인식하

는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공공봉사동기 그리고 고용형태(정규직/기타직)의 역학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구성된 36개 문항이 조사도구로 활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α를 통해 측정도구의 내적타당도와 신뢰성을 

확인하고, 구조모형(SEM)을 통해 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고용형태(정규직/비정정규직)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고자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의 을 비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상적만족 수준이 높을수

록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직몰입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몰입과 지속적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였다. 영향의 정도는 정서적몰입, 지속적몰입의 순이었다.

셋째, 고용형태(정규직/기타직)에 따른 차이는 직무만족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규직은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타직의(무기계약, 기타-비정규직) 직무만족도는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이 없었다. 또한 조직몰

입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고용형태는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건소 구성원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은 환경적만족, 심리적만족, 보상적만족이 있으나 공공봉사동기

를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은 보상적만족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박경환, 오성호, 이사빈·이수영, 이희태의 공공기관 근로자는 

직무만족감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가 상승하고, 공무원의 성과급은 공공봉사동기에 관계있다는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6][11][13][16]. 

또한 조직몰입과 공공봉사동기의 관계에서 정서적몰입과 지속적몰입의 유의성은 보건소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애착과 충성

심 등 공공봉사에 대한 자발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규범에 얽매인 조직환경은 구성원의 공공봉사동기를 유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상준 외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보건소 종사자일수록 규범적몰입도는 약하게 나타나고 공공조직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경직된 문화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14]. 

마지막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공공봉사동기의 구조적 관계에 고용형태가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정규직의 직무만족 수준

이 높아질수록 공공봉사동기가 높아졌다.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던 선행연구들에서도 

정규직의 직무만족은 성과급과 보수에 관계되어 있었고, 직무만족과 공공서비스동기가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13][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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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연구의�시사점

공공기관의 최우선 목적은 국민에게 질 좋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보건소는 공공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최일선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비스제공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서비스의 주체인 보건소구성원에 대한 관

심도는 매우 낮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건서비스를 책임지는 보건소 구성원의 자발적 동기로써 공공봉사동기와 직무만족, 조

직몰입의 실증적 관계를 검증하고, 현 시점의 공공기관 고용정책의 실효성에 고찰과 고용형태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를 검

정했다.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 구성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해 가장 보편적으로 언

급되는 것이 ‘보수’, ‘진급’인데 보건소의 정규직 근무자의 보수 평균은 직류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차원에서 배병돌

은 공공부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성과급 또는 보상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효과적 보상체계를 통한 조직구성원의 

화합이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7]. 이강문·노태우는 직무만족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율

적인 의지가 반영될 때 공공봉사동기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즉 보건소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성과를 통한 확인과정에서 이루어

진다면 보상의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2]. 보건소 인적자원의 직무만족 향상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

고,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상 체계를 연구 개발해야한다. 

둘째, 보건소의 정서적 분위기를 개선하여야한다. 보건소는 다양한 직렬과 고용형태의 구성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인력구

조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각 직렬에 따른 업무의 다양성은 전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다르다. 전대성은 동료들에 대한 불공정 인식과 이타심은 조직몰입과 공공봉사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8]. 보건소는 업무의 특성상 임시고용 및 시간제 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상

호간의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공공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에 부정적으로 표출 될 것이다. 따라서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관리자의 통합적 움직임을 통한 분위기 개선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3�향후�연구방향에�대한�제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분석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다수의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통제적 요인으로 

조건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의 선행요인으로서 영향력이 있다. 즉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지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측정도구의 유사성은 지나친 상관관계로 인한 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실제적 

영향력을 왜곡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공통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행정업무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공무직의 경우 정규직에 포

함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직군별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세부적인 차이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한계점을 보완 개선하여 경험적 타당성이 높은 의미 있는 이론적 틀을 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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