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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2019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혁신도시 이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전력공기업 또한 전국 8개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방이전이라는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생활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와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이들 기관 구성원들의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

를 바탕으로 공공봉사동기와 직무태도 간의 구조관계를 파악하여, 전력공기업의 지방이전 이후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 지방이전에 따른 심리상태와 조직몰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고, 기대심리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관

계를 보인 반면, 불안심리는 조직몰입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대심리와 이직의도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불안심리가 강할수

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심리가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도 증가하며, 불안심리가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는 낮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공봉사동기가 클수록 조직몰입 또한 커지지만, 이직의도와는 유의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변

화로 인한 기대심리와 이직의도 간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그 이외 불안심리는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가 유의

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조직변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이 지방으

로 이전하기 전 보다는 이후에 크며, 지방으로 이전 한 이후에는 기대심리와 이직의도의 관계가 낮아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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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2년 국토교통

인재개발원의 제주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을 함에 따라 

2003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 16년 만에 대상 153개 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다

(국토교통부, 2019).
전력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전남 나

주 등 전국 8개 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되었고, 2014년 경남 

진주로 이전한 한국남동발전(주)를 시작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가 2016년 경주로 이전하면서 이전을 마무리하였다. 
지방이전이 시작된 이후 10년이 경과 하였지만, 교육, 문화 

등 현지 인프라 부족으로 기혼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53.7%(국토교통부, 2021) 밖에 안되고 있고, 이전기관 구성원

들은 현지 적응을 하면서 심리적·경제적 문제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태희, 2022). 2022년 

들어선 신정부도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색 극대화’

를 목표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지역균형

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4.27.)하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가야 할 정

책과제이다. 따라서 이미 지방이전을 한 기관 구성원들의 안

정적 정착뿐만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적 추진

을 위해서도 정부와 이전기관들은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안정화 방안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이

전에 대한 연구는 국가 정책적인 측면의 경제적 효과나 지역

발전 기여 등에 관한 연구가 다수였으며 이전기관 구성원들

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저자는 전력공기업이 지방이전을 시작하는 2014년

에 전력공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과 공공봉사동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이전 후 5~7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이전에 따른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심리상태와 공공봉

사동기 그리고 직무태도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전기관 구성원들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중앙공무원과 정부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과 공공봉사동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력공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자를 중심으로(2014)”을 지방이전 
후 5~7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후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실증 연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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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연구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이나 특정 공공기관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체 

대상자 51,700명의 16%가 전국 8개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방

이전 체험을 하고 있는 11개 전력공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

로 조사함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

대한다. 또한 지방이전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2차 지방이전 추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을 포함한 조직들은 급변하는 내외 환경변화에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데 공공기관은 민간부문

과는 추진 동기나 방법 그리고 지향목적에 차이가 있다. 민

간부문은 기술혁신과 경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변화추진 주

체인 경영자의 의지에 의해 경영성과 향상이나 기업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그에 반해 공공부

문은 민간부문과 같은 조직변화도 있지만 조직변화 동인이 

정부 정책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대통령 공약이

나 국민들의 개혁 여론, 공공서비스 관련 제도의 변화 요구 

등의 외부 요인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이성희, 2011).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조직변화는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

에게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 생활 환경적 측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개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 
이하 P-O fit)이론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조직 적합성은 개인과 조직 환경의 적합성이 조직구성

원들의 태도나 조직성과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의미이다(Chatman, 1989; O'Reilly et al., 1991; Kristof, 
1996).
직업과 직장을 고를 때 근무지역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근무지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선택한 경우가 많은데, 정부 정

책으로 인해 근무지가 멀리 지방으로 바뀌고, 평온하게 생활

하고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낯선 곳으

로 이사를 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이

러한 조직변화로 인해 균형을 이루고 있던 개인-조직 적합성

에 균열이 생기며 느끼는 심리적인 변화 상태를 기대와 불안

심리로 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가 영향을 주는 종속변수로는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라는 직무태도를 설정하였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조직구성원

들은 부모 부양, 맞벌이, 자녀 교육 등 개인적인 사유로 가족

과 함께 이사하지 못할 경우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며, 계속 근무를 한다 해도 조직몰입도가 많이 약해질 

것이다. 반면에 지방이전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

다면 조직몰입을 더 잘하고, 이직의도는 낮아질 수 있는 요

인이 될 것이다. 한편 공공부문 구성원들은 공공이익을 위한 

봉사의식이 높고, 공직을 직업보다는 공공에 대해 봉사를 하

는 의무나 소명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Frederickson,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인 전력공기업 구성원들

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변화로 인한 심리상태와 직무태도 간

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

2.1.1. 조직변화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적응도와 조직구성원들의 내적 

행동유형을 변화시켜 어떤 특정 상태로부터 더 나은 상태로 

이동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과를 제고하고,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조직변화(organizational change)라 

하였고(Dalton et al., 1970: 신유근, 2005), Jick(1993)은 조직변

화란 외적 또는 내적 압력이나 세력에 대한 계획적(planned), 
비계획적(unplanned) 반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경영

환경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급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영역, 직무, 조직, 시스템, 그리고 조

직문화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최병권 

외, 2011). 
조직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Robbins & Judge(2010)는 인

구의 고령화와 같은 노동력의 본질, 정보통신과 같은 기술혁

신,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 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은 

경쟁 가속화, 환경문제와 인구 과밀화 등의 사회문제, 국내외 

정치 환경변화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이정희, 2013)
민간부문은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또는 경쟁

력을 높이거나 경영성과를 제고 할 목적으로 조직변화를 추

진하는 반면에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변화요인 외에 정부의 

정책변화, 국민들로부터의 개혁압력 여론 등 정치 환경변화 

요인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이성희, 2011).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신정부가 들어서면 임

기 중에 추진할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모든 정치적 자원을 사

용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한다(김선혁 외, 
2013).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지방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전기관 구성

원들은 이로 인해 심리상태에 큰 동요를 일으키는 조직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1.2.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전력공기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

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지역을 지정하여 지방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하였다. 2012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 혁신

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계획을 수립한지 16년만인 2019년 12
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혁신도시 이전을 함에 따

라 대상 153개 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다(국토교통부, 
2019).
전력공기업은 국민경제의 가장 큰 에너지원인 전력을 생산·

유통·판매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들로 2021년 연결기준 

자산총액 211조, 매출액 60조, 종업원 63천여 명이 종사하는 

기관들이다(기획재정부, 2021). 지방이전 대상 인원은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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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전체 51,700명의 약 16%인 8,403명이고, 이전 지역도 전국 

8개 지역으로 비교적 많은 지역을 포함(국토교통부, 2019)하
고 있으며, 2014년 진주로 이전한 한국남동발전(주)를 시작으

로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경주로 이전하면서 모든 기

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에 이전 인원이나 지역, 기관의 역할 등에서 공공기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공기업 11개 기관을 대상

으로 연구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전체 특성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시사점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 명
임직원
수*

지방이전  
직원 수*

이전 
지역**

이전   
시기**

비고

한국전력공사 23,540 1,425
전남 
나주

2014

한국수력원자력(주) 12,614 1,300
경북 
경주

2016

한국동서발전(주) 2,647 270
울산광
역시

2014

한국서부발전(주) 2,774 319
충남 
태안

2015

한국남부발전(주) 2,697 288
부산광
역시

2014

한국남동발전(주) 2,894 290
경남 
진주

2014

한국중부발전(주) 2,837 289
충남 
보령

2015

한전KDN(주) 2,970 944
전남 
나주

2014

한국전력기술(주) 2,390 2,494
경북 
김천

2015
정원 외
인원 포함

한전KPS(주) 6,703 482
전남 
나주

2014

한국원자력연료(주) 1,197
대전에 소재하여
지방이전 불요

한국전력거래소 546 302
전남 
나주

2014

합계 63,809 8,403
출처) * 기획재정부(2021, http://alio.go.kr, 2021.3/4.기준.2021.12.24.)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2021, http://innocity.molit.go.kr)

<표 1> 전력공기업 지방이전 현황

2.1.3.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 개인-조직 적

합성

본 연구에서는 P-O fit(개인-조직 적합성) 이론으로 지방이전

이라는 조직변화로 인한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심리상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P-O fit 개념은 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조직

의 특성이 있으며, 개인의 태도와 행동은 개인과 조직 간의 

적합성 또는 조화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

한다(김상묵, 2013). Kristof(1996)은 개인-조직 적합성을 개인

이나 조직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거나 서로 

비슷한 공유 특성들을 가질 때 또는 앞의 두 조건이 모두 충

족될 때를 개인과 조직 간의 일치 또는 상응(compatibility)한
다고 개념화 하였다(이준태, 2014). P-O fit에 관한 기존 많은 

연구들은 개인과 조직 간 적합성과 개인의 직무태도와의 관

계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P-O fit이 직무태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atman, 1989; O'Reilly et al., 
1991; Kristof, 1996). P-O fit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과 조

직 간 적합 여부 그리고 개인의 직무태도 간 관계에 대부분 

주목하고 있으며, 직무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P-O fit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atman, 1989; 
Kristof, 1996; O'Reilly et al., 1991; Van Vianen, 2000).
이에 근거하여 가족과 함께 안정적 가정생활을 누리고 조직

에서는 P-O fit의 균형 속에서 지내오던 전력공기업 구성원들

이 지방이전이라는 조직변화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변화를

‘심리상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심리상태라는 용어는 주로 심리학이나 교육학분야

에서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으로 인간 

삶의 질이나 행복감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최윤정, 2012). 
그러나 이때는 주로 제도나 정책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이전으로 인한 이전기관 구성원들의 심리

상태 변화와는 다소 다른 의미이다. 최윤정(2012)은 ‘심리상

태’를 지방이전이 확정된 이전기관 종사들을 대상으로 파일

럿 테스트와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공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심리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이

준태·하규수(2014)에서도 같은 이론을 적용하여 지방이전이라

는 조직변화에 따른 기관 구성원들의 인식과 심리상태가 직

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을 인용하여 지방이전이라는 조직변화에 따른 전력공기업 구

성원들의 심리상태와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이나 이직의도

와 같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1.4.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 관련 선행연구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지방이전 정

책효과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으며(구교준·조광

래, 2008; 김민곤 외, 2017; 금창호, 2018; 김군수 외, 2005; 송
건섭·이곤수, 2007; 손동글·허재완, 2018; 정기위 외, 2021), 이

전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는 지방이전으로 인한 구성원들

의 심리적 불안정과 공공봉사동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최윤정(2012), 이준태·하규수(2014)는 이전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에 따른 심리상태와 공공봉사동기가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외 지방이전과 직무

태도에 관한 연구사례가 있었다(오민지 외, 2017; 전지수·김나

리, 2021). 또한 P-O fit와 직무태도에 관한 연구는 안종대·이
동윤(2019)와 정윤진 외(2021)의 연구가 있다. 

2.2. 공공봉사동기

민간부문 구성원들의 동기와는 구별되는 공공부문 구성원들

의 독특한 동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Perry & Wise(1990)가 공

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이하 PSM)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공공(Public)’이란‘국가

나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봉사(Service)’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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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쳐 애씀’으로, ‘동기(Motivation)’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로 설명이 되어 있다. 이를 묶어서 정리

하면 ‘공공봉사동기’란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

거나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라고 정의된다(이준태·하
규수, 2014).
개인의 공공봉사동기가 클수록 개인적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김상

묵, 2013).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많은 논의는 공공부문 특유

의 동기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공공봉사동기는 Perry & Wise(1990)
가 주장한 것처럼 공공부문 구성원들에게만 존재하는 특유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부문 관련자가 민간부문 

관련자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강도로 

추구하는 동기 혹은 가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고 보여진다.
이를 정리하면 공공봉사동기를 이루는 구성개념들은 공익몰

입, 자기희생, 동정심, 내재적(intrinsic) 보상 동기, 이타적

(altruistic) 동기, 공공정책 입안에 대한 호감도, 친사회적

(prosocial) 행위, 사회를 위해 가치 있는 일 몰입, 박애주의자, 
애국주의자, 공동체주의자, 인도주의자 적인 특징 등으로 정

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지니는 공공봉사 동기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구성 개념들 중에서 단일의 동기만으로 구성되

는 것이 아니고, 서로 중복되거나 혼합된 동기들을 포괄한다

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공공봉사동기 이론을 더욱 확고히 하

였다고 제시하고 있다(손명구, 2007).

2.3. 직무태도

조직에 대하여 개인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직무에 대한 몰입과 조직에 대한 헌신이 크게 달라진다. 따

라서 조직구성원의 태도는 개인과 조직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백종철, 2007).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환경적 특성, 조직적 특성, 관리자의 특성 등이 연구되는데

(Steers, 1977), 본 연구에서는 지방이전이라는 조직변화로 인

한 구성원들의 심리상태와 공직자로서의 공공봉사동기를 직

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과 연

관성이 높은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2.3.1. 조직몰입

Cherrington(1994)은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란 

조직의 일원인 구성원들의 가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직

과 개인의 일체화(identification)’ 혹은 조직 문제에 대한 ‘개인 

관심(involvement)의 정도’로 개념 정의를 하였다.
Steers(1977)는 조직몰입을 소극적 몰입과 적극적 몰입으로 

구분하였는데 소극적 몰입은 애착적(affective) 태도에 머무르

는 것이고, 적극적 몰입은 조직을 위해 행동하려고 하는 차

원이라 하였다(이강언, 2002).
Meyer & Allen(1991)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논의된 조직몰입

에 대한 개념을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유지적 몰입으로 

범주화하여 설명하였다. 
정서적 몰입은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심을 의미

하는데 조직구성원의 일원임을 자랑하고 즐기며, 헌신하고 

강하게 빠져들 때 일어난다.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의무감에 근거한 몰입으로 조직

의 목표 달성이나 조직을 위해 행동하도록 요구받는 내적인 

규범체계를 의미한다. 즉, 조직구성원은 내적 규범 영향이 클

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Weiner(1980)의 규범적 몰입의 

의미와 유사하다(오인근·최재성, 2004).
유지적 몰입은 종업원이 조직에 머물러 얻게 되는 이익과 

조직을 이탈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손실을 따지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현 조직을 떠남으로써 감당해야 한다고 지각되는 

비용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이다(박현주, 
2011; 이준태, 2014). 근로자가 조직을 떠날 때 감수해야 할 

대가, 즉 화폐적, 사회적, 심리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으로 교환이론의 개념과 일치한다. 따라

서 조직을 떠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에 근거한 조직몰입을 의미한다고 한다(박현

주, 2011).
 

2.3.2. 이직의도

Mobley(1982)는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란 조직의 구성원

이 조직원이기를 포기하고 본인의 의지 또는 타인의 의지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Price & 
Mueller(1981)은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를 구성원들이 본

인이 속한 조직에서 떠나려는 의도나 생각·결심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구성원의 이직을 예견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직의도는 이직 실행 전의 선행 변

인으로(박기열 외, 2008) 조직을 자발적으로 이탈하려는 의도

(Bluedom, 1982)라고 할 수 있다(김도균, 2012).
공공부문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는 경찰, 소방관, 사회복

지, 교정직 등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일반적이었고, 공공부문도 과학기술계, 간호사, 
콜센터 상담원 등 특정 직무나 특정 지역 기반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논의되었다(이주경·박한준, 2021). 최근에는 공공기

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직의도

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지방이전으로 인한 삶의 질 저

하로 이직의도가 커질 수 있음과 조직자원에서 다양한 노력

으로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이준태·
하규수, 2014; 이주경·박한준, 2021; 최다은 외, 2019).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와 공공봉사동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전력공기업의 지방 이전 실시 전후의 비교

벤처창업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81호) 151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한 이후, 공공기관인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공직자로서의 공공봉사동기(PSM)이 

지방이전이라는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와 직무태도간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그 과정에서 

PSM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전

력공기업의 지방이전 조기 안정화와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이

전 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련 연구사례로 최윤정(2012)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PSM이 직무태도 향상의 

주요 요인임과 심리상태와 직무태도 간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준태·하규수(2014)에서도 지방이전에 따른 조

직변화에 대한 인식이 PSM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조

직변화에 대한 인식과 직무태도 간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실

증하였다. 그 외에도 PSM이 직무태도에 직접적 또는 매개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Perry, 
1996; Naff & Crum, 1999; 손명구, 2007; 조태준·윤수재,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를 기

대심리와 불안심리 관점으로, 공공봉사동기 그리고 직무태도 

항목으로 조직몰입과 이직의도로 구성하여, <그림 1>의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심리상태                                             직무태도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 설정

3.2.1.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와 직무태도 간

관계

Wanberg & Banas(2000)의 연구는 조직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낮으면 직무만족이 낮고 직무관련 노여움이 크고 이직의도가 

증가한다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이정희, 2013). 
또한 조직몰입, 직무만족 그리고 이직의도 등의 직무태도 요

인은 개인-조직 적합성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개인-조직 적

합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반면에 이직의도에는 부정

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Boxx et al., 1991; Kristof, 1996; 

O'Reilly et al., 1991; Posner, 1992; Silva et al., 2002; 유태용 

외, 2002; 박원우·고수경, 2006; 이인석 외, 2010; 이은진·홍병

숙, 2011).
최윤정(2012)은 지방이전이 확정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

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들의 심리상태가 직무태도에 부분적

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준태·하규수(2014)
에서도 전력공기업 종사자들의 지방이전이라는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이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이전 후 5~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방이전이라는 조직변화에 따른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심

리상태가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는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1: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는 조직몰입을 높게 할 것

이다.
   1-2: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는 이직의도를 낮출 것이다.
   1-3: 조직변화에 따른 불안심리는 조직몰입을 낮출 것이다.
   1-4: 조직변화에 따른 불안심리는 이직의도를 높게 할 것

이다.

3.2.2.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와 공공봉사동

기 간 관계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와 공공봉사동기 간의 관계를 분

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으며, 이준태·하규수(2014) 
연구에서 조직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공공봉사

동기는 증가되며, 부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는 

감소한다는 조사가 있었는데,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지방이

전 이후 5~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방이전 이후의 심리상태

가 공공봉사동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다음 가

설을 설정하였다.

   2-1: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는 공공봉사동기와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2-2: 조직변화에 따른 불안심리는 공공봉사동기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3.2.3. 공공봉사동기와 직무태도 간 관계

공공봉사동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실증연구에

서 조직몰입이나 이직의도 등 직무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erry & Wise, 1990). 
Naff & Crum(1999)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근주·이혜윤(2007)은 공공

봉사동기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

었다고 하였다. 조태준·윤수재(2009)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

불안심리

조직몰입

공공봉사동기

기대심리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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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공봉사동기와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문

화와 상관없이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

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최윤정(2012)은 지방이전이 확

정된 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가 직무태

도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지방이전을 한 후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공공봉사동기는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공공봉사동기는 조직몰입도를 높일 것이다.
   3-2: 공공봉사동기는 이직의도를 낮출 것이다.

3.2.4.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간 관계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몰입, 직무만족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조직에 몰입하거나 직무에 만족

하면 이직이 낮아지고, 반면에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상태

의 부정적 변화, 신체적 불안감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Steers, 1977; Kemery et al., 1985; 이영안, 2007). 최다은 

외(2019)의 연구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구성원의 조직

몰입이 이직의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이

전이 예정된 전력공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직에 몰입할수록 이직의도는 감소한 것으로 입증되었다(이
준태·하규수,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이전을 완료한 후 5~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3.2.5.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

공공부문 구성원들을 채용할 때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

을 선택할 경우 조직성과 향상에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Naff & Crum, 1999; Crewson, 1997; 이근주·이
혜윤, 2007; 조태준·윤수재, 2009). 또한 공공봉사동기의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준태·하규수(2014)는 지방이전이 

예정된 전력공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방이

전에 대한 인식과 직무태도 간의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전력공기업이 지

방이전을 한 후 5~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공봉사동기의 매

개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다음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5: 공공봉사동기는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와 직무

태도 간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5-1: 공공봉사동기는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와 조직몰입 

간 정(+)의 관계를 높이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5-2: 공공봉사동기는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와 이직의

도 간 부(-)의 관계를 낮추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5-3: 공공봉사동기는 조직변화에 따른 불안심리와 조직몰

입 간 부(-)의 관계를 낮추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5-4: 공공봉사동기는 조직변화에 따른 불안심리와 이직의도 

간 정(+)의 관계를 낮추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6. 조직변화 전후의 조절효과

가설 검증을 통해 확인된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조직변화

에 따른 심리상태, 공공봉사동기 그리고 직무태도 간에 영향 

관계가 지방이전이라는 조직변화의 발생 이전과 이후에 달라

지는 가를 규명하고자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 공공봉사동기 그리고 직

무태도 간에 영향 관계는 지방이전이라는 조직변화

의 발생 이전과 이후에 달라질 것이다.

3.3. 변수의 선정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변수들

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조직변화에 따른 전력공기업 구성

원들의 심리상태는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심리상태’로 정의하고, 지방이전으로 느끼는 스트

레스와 심리적 저항을 ‘불안심리’로, 신사옥 등의 쾌적한 환

경과 복잡하지 않은 전원풍의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를 

‘기대심리’로 구분하였다. 
공공봉사동기는 최윤정(2012)외 많은 연구에서 개념화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 개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향 및 국가나 사회를 우선시하는 이타적 신념체계”로 정의

하였다.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 

조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조직구성

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라 정의하였다. 
이직 의도는 구성원이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자발

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의도로서 이직

행위 이전의 선행변수이다. 본 연구에서 이직 의도는 “공공기

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의 구성원이기

를 포기하고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들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 항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진행하기 전에 실시한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 가운데 설명

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을 선정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

전으로 인한 이전기관 구성원들의 기대심리 5개 항목, 불안

심리 5개 항목, 공공봉사동기 5개 항목, 조직몰입 5개 항목, 
이직의도 2개 항목으로, 총 22개 항목 5점 척도로 측정하였

으며, 개인적 특성으로 인구통계적 특성, 사회적 지위, 이전

관련 항목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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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요인 측정문항 근거

심
리
상
태

기대
심리

01. 예전보다  멋진 사옥과 여유로운 공간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바뀌었다.

최윤정(2012)
이준태(2014)

02. 예전보다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03. 예전보다  교통여건이 좋아졌다.

04. 회사의  지방이전으로 생활환경이 전원풍의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었다.

05. 예전보다  교통편의와 시간적 여유 등으로  
여가활동 환경이 좋아졌다.

불안
심리

06.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07. 지방근무에 따른 기회비용의 소모가 크다.

08 낯선 지방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9. 지방근무로 인해 친구나 이웃 친지들과 교류
가 소원해졌다.

10. 지방생활이 서울생활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편
하다고 느끼고 있다.

공공
봉사
동기

11.의미 있는 공공봉사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Kim(2009),
최윤정(2012)
이준태(2014)

12. 공직자는 사익이 없을지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최선인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13. 공공봉사는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14. 개인적인 성취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5. 개인적인 일보다 공직자(조직원)으로서 의무가 
중요하다.

직
무
태
도

조직
몰입

16. 나는  진심으로 우리 회사 문제가 나의 일인 
것처럼 느낀다.

Meyer &
Allen(1997)
이준태(2014)

17. 나는  우리 회사에서 가족의 구성원인 것처럼 
느낀다.

18. 나는  우리 회사에 정서적으로 소속해 있다고 
느낀다.

19. 우리  회사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20.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
고 있다.

이직
의도

21. 우리  회사에 큰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편이
다. Lawler(1983)

박현숙(2002)
조영경(2012)22. 만약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개
인
적
특
성

인구
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 및 맞벌이 여부, 자녀 학령 

사회적 
지위

직위, 근무년수,

이전
관련

이전태도, 이전 후 이사계획

<표 2> 변수에 대한 측정문항과 근거

3.4.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조사는 전력공기업인 한국

전력공사를 포함한 12개 기관(<표 1> 참조)의 종사자들 중에

서 대전에 소재하여 지방이전이 필요 없는 한전원전연료(주)
를 제외한 기관의 이전 대상자 8,40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1차 조사는 전력공기업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지기 이

전인 2014년 2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총 901부의 완성

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또한 2차 조사는 2021년 8월 1일부

터 8월 30일까지 30일간 네이버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Naver Form을 이용하여 자기 기입 방식을 이용하여 총 510명
의 응답된 자료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항목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상관분석(correla- t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또한,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로 검증하였으며, 가설에 대한 검증은 구조방

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하였다. 지방

이전 이후의 조절효과는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
을 사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4.1. 표본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14년 1차 조사와 2021년 2
차 조사의 성별 구성비는 거의 동일한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

며, 연령은 1차 조사는 30대 이하의 구성 비중이 2차 보다는 

높고 2차는 40대 이상의 비중이 높다. 직위는 대리급 이하와 

차장급은 유사한 비중이지만 1차는 과장급 2차는 부장급 이

상의 비중이 크고, 근속년수는 2년 이하는 유사한 비중, 1차
는 6-9년, 10-19년, 2차는 3-5년, 20년 이상 비중이 크다. 결혼

여부는 기혼과 미혼이 거의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구

체적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에 제시한 바

와 같다.

항목

1차 지방이전 이전 
(n=901)

2차 지방이전 이후 
(n=51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자 771 85.6 434 85.1

여자 130 14.4 76 14.9

연령

20대 이하 78 8.7 60 11.8

30대 305 33.9 112 22.0

40대 442 49.1 155 30.4

50대 이상 76 8.4 183 35.9

직위

대리급 이하 315 35.0 182 35.7

과장급 265 29.4 51 10.0

차장급 276 30.6 159 31.2

부장급 39 4.3 91 17.8

처장급 이상 6 .7 27 5.3

근속
년수

2년 이하 114 12.7 63 12.4

3-5년 75 8.3 68 13.3

6-9년 158 17.5 55 10.8

10-19년 491 54.5 93 18.2

20년 이상 63 7.0 231 45.3

결혼
여부

기혼 675 74.9 374 73.3

미혼 226 25.1 136 26.7
맞벌이
여부

(675/374)

맞벌이 308 45.6 191 51.1

외벌이 367 54.4 183 48.9

<표 3> 표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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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탐색적 

요인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나의 구성개념을 

이루는 여러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

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4.2.1.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먼저 차원성을 검증하고자 전력공기업의 지방 이전 이후 구

성원들의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10개 항목, 공공봉

사동기를 측정한 5개 항목, 조직 몰입도를 측정한 5개 항목

을 비롯하여, 이직의도를 측정한 2개 항목을 모두 투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총 22개 항목들을 압

축하여 의미 있는 요인들을 찾고자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or component analysis)을, 그리고 요인들 간

에 독립성 유지를 위해, 직교회전 방식인 베리멕스 회전

(varimax rotation)을 선택하였다. Hair et al.(2006)이 제시한 방

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항목을 정제하고자 하였으나, 요인부

하량과 공통성이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이므로, 정제된 

항목 없이 22개 항목을 모두 투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KMO(Kaiser-Meyer-Olkkin)는 .915로 분석되어 

표본의 적합도가 우수하며,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치는 

=17261.149(d.f.=231, p<0.00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측정한 항목들 간에 동일 개념의 상관관

계가 높고 유의미하여, 구성개념의 차원성이 명확하게 검증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유 값이 1.0이상인 요인이 5
개 도출되었고, 이들 요인의 전체 누적분산 설명력은 

69.24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출된 5개 요인의 Cronbach'α계수가 모두 .6이

상으로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 항목들이 내적일관성

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과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

다. 

자녀
학령

(맞벌이,
중복응답)

자녀 없음 49 7.3 42 11.2

유치원 이하 251 37.2 64 19.3

초등학생 199 29.5 90 27.1

중고등 학생 118 17.5 132 39.8

대학(원)생 63 7.0 120 36.1

미혼자녀 22 2.4 48 14.5

이전
태도

부정 526 58.4 206 40.4

중립 221 24.5 137 26.9

긍정 154 17.1 167 32.7

이전 후
이사 계획

가족과 이사/
이사 완료

138 15.3 186 36.5

추후 이사/
이사 계획

280 31.1 37 7.3

단신 부임/
계획 없음

483 53.6 287 56.3

주) 맞벌이와 외벌이는 기혼자(1차 675명, 2차 374명)들의 응답 비율임

요인 측정항목
요인 부하량

공통성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기
대
심
리

Q03 예전보다 교통여건이 좋아
졌다.

.059 -.172 .044 .773 .077 .638

Q05 예전보다 교통편의와 시간적 여
유 등으로 여가활동 환경이 좋아졌
다.

.105 -.267 .137 .771 .055 .698

Q04 회사의 지방이전으로 생활
환경이 전원풍의 쾌적한 환경으
로 바뀌었다.

.128 -.177 .185 .739 .006 .629

Q01 예전보다 멋진 사옥과 여유
로운 공간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으로 바뀌었다.

.197 -.100 .068 .715 .072 .569

Q02 예전보다 경제적 혜택을 누
리고 있다.

.029 -.290 .144 .704 -.097 .610

불
안
심
리

Q09 지방근무로 인해 친구나 이
웃 친지들과 교류가 소원해졌다.

-.031 .829 -.055 -.100 .023 .703

Q08 낯선 지방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094 .824 .005 -.207 -.053 .733

Q07 지방근무에 따른 기회비용
의 소모가 크다.

-.004 .809 -.021 -.227 .015 .706

Q06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025 .778 .009 -.123 .080 .628

Q10 지방생활이 서울생활에 비
해 전반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다

-.065 .755 -.048 -.315 -.031 .676

공
공
봉
사
동
기

Q13 공공봉사는 시민의 의무라
고 생각한다

.192 -.030 .813 .099 .176 .740

Q14 개인적인 성취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
는 것이 더 중요하다.

.245 -.044 .762 .124 -.063 .663

Q12 공직자는 사익이 없을지라
도 사회 전체적으로 최선인 공익
을 위해 일해야 한다.

.201 -.009 .735 .157 .228 .657

Q11 의미 있는 공공봉사는 나에
게 매우 중요하다.

.158 .010 .718 .082 .298 .636

Q15 개인적인 일보다 공직자(조직원)
으로서 의무가 중요하다.

.363 -.055 .696 .144 -.093 .649

조
직
몰
입

Q18 나는 우리 회사에 정서적으
로 소속해 있다고 느낀다

.854 -.027 .173 .095 .070 .773

Q20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한 강
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831 -.053 .218 .176 .195 .810

Q19 우리 회사는 나에게 개인적
으로 큰 의미가 있다

.805 -.055 .193 .125 .197 .744

Q17 나는 우리 회사에서 가족의 
구성원인 것처럼 느낀다

.783 -.034 .286 .103 .117 .720

Q16 나는 진심으로 우리 회사 
문제가 나의 일인 것처럼 느낀다

.692 -.015 .359 .086 .265 .685

이
직
의
도

Q22 만약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
면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267 .038 .202 .012 .819 .784

Q21 우리 회사에 큰 열정을 느
끼지 못하는 편이다.

.354 .018 .179 .074 .787 .782

고유치 7.051 4.051 1.620 1.456 1.056 -

분산비율(%) 32.048 18.416 7.365 6.616 4.802 -

누적분산비율(%) 32.048 50.464 57.828 64.445 69.247 -

신뢰도 계수 .911 .880 .857 .843 .689 -

<표 4> 탐색적 요인과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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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5개의 구성개념에 

대해 추가적인 항목 정제와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λ=.50이상의 양호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을 보였으며, t값 또

한 모든 항목에서 1.965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1023.591(df=197), p=.000, Q=5.159으로 나타났고, 적합도는 

GFI=.937, AGFI=.919, RMR=.060, NFI=.941, RFI=.931, IFI= 
.952, TLI=.943, CFI=.952, RMSEA=.055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

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경로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value p. CCR AVE

기대
심리

⇢ Q02 .706 - - -

.835 .505

⇢ Q01 .642 .038 21.871 ***

⇢ Q04 .731 .042 24.668 ***

⇢ Q05 .812 .044 26.918 ***

⇢ Q03 .709 .046 23.993 ***

불안
심리

⇢ Q10 .786 - - -

.845 .522

⇢ Q06 .698 0.037 26.813 ***

⇢ Q07 .785 0.032 30.739 ***

⇢ Q08 .823 0.036 32.432 ***

⇢ Q09 .776 0.033 30.321 ***

공공
봉사
동기

⇢ Q15 .639 　- 　- -

.876 .587

⇢ Q11 .727 0.047 22.391 ***

⇢ Q12 .794 0.047 23.846 ***

⇢ Q14 .648 0.036 27.105 ***

⇢ Q13 .843 0.048 24.695 ***

조직
몰입

⇢ Q16 .791 - - -

.929 .723

⇢ Q19 0.784 0.030 31.339 ***

⇢ Q20 0.847 0.031 34.750 ***

⇢ Q18 0.816 0.031 33.300 ***

⇢ Q17 0.824 0.033 33.708 ***

이직
의도

⇢ Q23 0.781 - - -
.705 .501

⇢ Q24 0.691 0.052 21.626 ***
주) ***: p<.001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2.3. 타당성 검증

각 구성개념별로 AVE(평균분산추출) 값과 CCR(개념신뢰도) 
값을 산출한 결과, 5개의 구성개념의 AVE(평균분산추출) 값

이 모두 .5 이상으로 산출되었고, CCR(개념신뢰도) 값은 .7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체 연구모형을 구성하

고 있는 변수들의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입증되었

다.  
한편, <표 6>에는 각 구성개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인 상관행렬을 제시하였다. 상관 분

석 결과,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의 상관계수가 .610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610의 

제곱 값은 .373으로 이직의도(.501)와 조직몰입(.723)의 AVE 

값이 이를 초과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구성개념들 

간에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검증되었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공공
봉사동기

조직
몰입

이직
의도

기대심리 3.1474 .99874 1

불안심리 3.9460 .96068
-4.79***
(.230)

1

공공봉사동기 3.6937 .71692
.329***
(.108)

. .103
(.011)

1

조직몰입 3.8099 .74382
.307***
(.094)

-.116
(.013)

.582***
(.339)

1

이직의도 2.5698 .94583
-.277***
(.077)

.233***
(.054)

-.401***
(.161)

-.610***
(.373)

1

주) ***. 상관계수가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 )는 상관계수의 제곱 값

<표 6> 구성개념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행렬

4.3. 연구모형 분석 및 가설의 검증

4.3.1.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가설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연구모형 적합도는 =1135.622(df=196), p=.000, Q=5.794, 
그리고 GFI=.929, AGFI=.909, RMR=.057, NFI=.935, RFI=.923, 
IFI=.945, TLI=.935, CFI=.945, RMSEA =.058로 전체적으로 양

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4.3.2.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수

준은 신뢰수준 95%의 임계치(p-0.1)의 기각비(1.965)를 기준으

로 가설의 기각 여부를 검증하였다. 가설의 검증 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와 직무태도 간 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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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설로, 가설 1-1은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는 조직몰

입을 높게 할 것이다.’로 가설로 경로계수가 .120(t-값=3.385, 
p<.0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2는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는 이직의도를 낮출 것이다.’로 경로계수가 

-.064(t-값=1.679, p>.05)로 나타나 부정적 영향 관계가 있으나, 
95%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1-3
은 ‘조직변화에 따른 불안심리는 조직몰입을 낮출 것이다.’로 

경로계수가 -.006(t-값=-.178, p>.05)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

다. 가설 1-4는 ‘조직변화에 따른 불안심리는 이직의도를 높

게 할 것이다.’로 경로계수가 .195(t-값=5.639, p<.001)로 나타

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둘째,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와 공공봉사동기 간 관계에 

대한 가설로 가설 2-1은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는 공공봉

사동기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로 경로계수가 

.450(t-값=11.087, p<.0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2-2는 ‘조직변화에 따른 불안심리는 공공봉사동기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로 경로계수가 .128(t-값=3.403, 
p<.0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셋째, 공공봉사동기와 직무태도 간 관계에 대한 가설로 가

설 3-1은 ‘공공봉사동기는 조직몰입도를 높일 것이다.’로 경

로계수가 .603(t-값=19.208, p<.0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

다.가설 3-2는 ‘공공봉사동기는 이직의도를 낮출 것이다.’로 

경로계수의 값이 -.015(t-값= -.403, p>.05)로 나타나 가설이 기

각되었다.
넷째,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 대한 가설로 가설 4

는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로 경로

계수 -.764(t-값=-18.323, p<.0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상의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를 <표 7>에 제시

하였다.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value p.
가설
검증

1-1 기대심리 ⇢ 조직몰입 .120 .027 3.385 .000 채택

1-2 기대심리 ⇢ 이직의도 -.064 .028 1.679 .093 기각

1-3 불안심리 ⇢ 조직몰입 -.006 .027 -.178 .859 기각

1-4 불안심리 ⇢ 이직의도 .195 .029 5.639 .000 채택

2-1 기대심리 ⇢ 공공봉사동기 .450 .029 11.087 .000 채택

2-2 불안심리 ⇢ 공공봉사동기 .128 .030 3.403 .000 채택

3-1 공공봉사동기 ⇢ 조직몰입 .603 .034 19.208 .000 채택

3-2 공공봉사동기 ⇢ 이직의도 -.015 .040 -.403 .687 기각

4 조직몰입 ⇢ 이직의도 -.764 .041 -18.323 .000 채택

<표 7>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검증 결과

다음 <표 8>에는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형을 효과분해

(effect decomposition)하여, 간접효과(indirect effect)와 총효과

(total effect)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계수

p.
경로
계수

p.
경로
계수

p.

5-1 기대심리 ⇢ 조직몰입 .120 .000 .271 .007 .391 .006

5-2 기대심리 ⇢ 이직의도 .064 .093 -.306 .011 -.242 .008

5-3 불안심리 ⇢ 조직몰입 -.006 .859 .077 .012 .071 .045

5-4 불안심리 ⇢ 이직의도 .195 .000 -.056 .069 .139 .038

<표 8>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

다섯째,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로, 가설 5-1은 ‘공공봉사동기는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와 

조직몰입 간 정(+)의 관계를 높이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

다.’로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직접효과(경로계수=.120, p<.001)와 공공봉사동기가 매개할 때 

간접효과(경로계수=.271, p<.01)가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

임에 따라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5-2는 ‘공공봉사동기는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와 이직의도 간 부(-)의 관계를 낮

추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로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

와 이직의도의 직접효과(경로계수=.064, p>.05)와 간접효과(경
로계수=-.306, p>.05)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이 기각되었다. 가설 5-3은 ‘공공봉사동기는 조직변화에 따른 

불안심리와 조직몰입 간 부(-)의 관계를 낮추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로 조직변화에 따른 불안심리와 조직몰입의 직

접효과(경로계수=-.006, p>.05)는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공공봉사동기가 매개역할을 할 때 간접효과(경로계

수=.077, p<.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5-4는 ‘공공봉사동기는 조직변화에 따른 불안심리와 이

직의도 간 정(+)의 관계를 낮추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로 조직변화에 따른 불안심리와 이직의도의 직접효과(경로계

수=.195, p<.001)와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경로계수=-.049, 
p<.05)가 모두 유의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상의 가설 검증을 통해 확인된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조

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와 공공봉사동기 그리고 직무태도 간

에 영향 관계가 지방 이전이라는 조직변화의 발생 이전과 이

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과정은 전력공기업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4년 2월 1차 수집한 자료(1집단)와 지방이전을 완료한 후 

5~7이 경과한 2021년 2차 수집한 자료(2집단)로 나누어 수집

된 2가지 자료에 대한 교차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다중집단분석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에 대해 두 집단이 동일하

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 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χ²=26.852(p>.05)로 자유 모형과 제

약모형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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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² df ∆χ² ∆df p-value

자유모형(비제약모형)
(Unconstrained Model)

1367.943 394

26.852 17 p>.05
제약모형(구조가중치모형)

(Measurement Weights Model)
1394.795 411

<표 9> 조직변화 전/후의 집단 간 교차 타당성

따라서 전력공기업의 지방이전 전과 후를 측정한 2개의 집

단 간 교차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연구모형을 두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한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경로
1차 지방이전 
이전(n=901)

경로계수(t-value)

2차 지방이전 
이후(n=510)

경로계수(t-value)

Critical
Ratio

기대
심리

⇢
공공봉사동기
조직몰입
이직의도

.402(8.433)

.096(2.235)

-.126(-2.738)

.375(7.080)

.115(2.677)

.026( .571) .

3.284

1.694 .
2.568

불안
심리

⇢
공공봉사동기
조직몰입
이직의도

.190(4.251)

-.001(-.030)
.155(3.662)

.185(3.933)

.000(-.002)
.164(3.790)

-1.547
.311
1.740

공공
봉사
동기

⇢
조직몰입
이직의도

.573(13.681)

-.058( -1.161)
.525(10.383)

-.114( -2.410)
1.133
.493

조직
몰입

⇢ 이직의도 -.782(-14.377) -.724(-13.616)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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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조직변화 전/후의 조절효과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과 후의 경로

계수 차이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심리상태와 공공봉사동

기의 경로(Critical Ratio=3.284, p<.001), 심리상태와 이직의도

(Critical Ratio=2.56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6은 채택이 되었다. 이는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

상태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이전을 마무리한 

이후가 지방이전 전보다 더 크고, 지방이전 전에는 기대심리

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았으나, 지방이전 이후에는 기대

심리와 이직의도는 관련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지방이전을 완료한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조직

변화에 따른 심리상태를 바탕으로 공공봉사동기,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에 구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포함

한 관련 자료에 대한 문헌 연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

설을 설정한 후 실증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학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이전이라는 조직변화에 따른 전력공기업 구성원

들의 심리상태는 도심에서 벗어난 자연환경, 여가활동, 여유

로운 교통 여건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따른 기대감을 바탕으

로 한 ‘기대심리’와 낯선 지방에서 가족, 친지, 친구들과 떨어

져 적응해야 하며, 익숙한 근무지인 수도권과 비교할 때 전

반적으로 느끼는 불편함과 부담에 따른 ‘불안심리’로 나눠짐

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 같은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조직변화에 따른 심

리상태와 직무태도 간의 관계는 지방이전에 따른 심리상태와 

조직몰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대심리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유의미하게 높은 정

(+)의 관계를 보인 반면, 불안심리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대심리와 이직의도 간에

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불안심리가 높을수록 이

직의도가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최

윤정(2012)의 연구 결과인 기대가 높을수록 조직에 남고자 하

고, 불안할수록 이직을 고민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확

인하여 주었다. 구성원들의 심리 불안으로 인한 이직을 막고

자 한다면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와 

민간부문 구성원들의 동기와는 구별되는 공공부문 구성원들

의 독특한 동기인 공공봉사동기와의 관계에서는 기대심리가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는 증가되며 불안심리는 공공봉사동기

와 부(-)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유사한 연구인 이준태·
하규수(201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공공봉사동기가 클수록 조직

몰입 또한 커지지만, 이직의도와는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지방이전 전에 조사했던 이준태·하규수

(2014)와 같은 연구 결과로 공공봉사동기는 이직의도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이 커질수록 이직

의도는 낮아진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조직에 몰입하는 구성

원은 조직에 의무감과 긍정적 감정을 느끼며 이는 이직의도

를 낮춘다는 최다은 외(2019)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의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

와 이직의도 간에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으나 기대심리와 조직몰입 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이외 불안심리는 공공봉사동기를 매개함으로써 조직

몰입과 이직의도에 유의적인 관계가 형성됨이 확인되어 

Crewson(1997) Naff & Crum(1999) 이근주·이혜윤(2007) 조태

준·윤수재(2009)등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력공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구성원들의 기대심리는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직 의도와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지만 공공봉사동기를 매개하여 조직몰입이 더 

강화되고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

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는 민간부문 구성원들의 동기와는 구

별되는 공공부문 구성원들만 갖는 독특한 동기로, 국가나 사

회를 우선시하는 이타적 신념체계이므로 가능한 결과라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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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과 

후의 경로계수 간에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조직변화에 

따른 기대심리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이전을 

마무리한 이후가 지방이전 전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지방이전 이전에는 기대심리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가 낮았으나, 지방이전 이후에는 기대심리와 이직의도 간에

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이전

에 부정적 확신을 갖고 있는 구성원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

만족하겠지만, 절대적인 불만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현실 상황

에 따라 판단하는 구성원들의 경우에는 조기 안정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시사점을 다음과 같

이 도출하였다. 이전기관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이들의 불안심리를 낮추고 기대심리의 확산과 더불어 

공공봉사동기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구성원은 물론 이전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 모두의 역할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은 상대

적으로 여유로운 시간과 쾌적한 환경을 통해 자기개발과 건

강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면서 100세 시대 행복한 삶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면 유익한 지방 생활이 될 것이다. 
이전기관은 이직의도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제고 할 수 있

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연한 근무체제 시

행과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등의 도입으로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상담과 교양프로그램 운영으로 불안해

하는 구성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찾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직자들의 공공봉사동기의 중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사

원 신규 채용에 반영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와 문화 교육 인프라 확충

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
업통상자원부, 2019) 중에 있는데,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들

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신정부가 

출범하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 이뤄지

고 있는데, 이전기관 구성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직무태도의 제 변수들 중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만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전력공기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

여 타 공공기관 구성원과는 다소 이질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분석에 이용한 자료가 비확률 표본추출 방법인 

임의추출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이 있지만, 전력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구성원들의 심리상태를 바탕으로 공공봉사동기와 조직

몰입, 이직의도 간에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구

체적인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와 이전기관의 조기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 후속적으로 이전기관의 구성

원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성적인 연구가 이어진다

면 본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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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State occurred by the

Organizational Change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the Job

Attitude: A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Relocation of Electric Power Public Corporation to Local Areas*

Lee, Joon Tae**

Abstract

The relocation policy of public Institutions throughout provincial areas that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inished in 2019 with the last relocation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which 
moved to Chungbuk Innovation City. Electric power public corporations also completed relocation program over eight regions across the 
n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empirically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job attitude. 

In this, the relationship of organizational change, particularly occurred by the regional relocation, with the psychological state of these 
organization members (experienced direct changes and got substantial impacts in various aspects such as psychological, economic and 
living environment, etc.,) was studied. This study aims to seek early organizational stabilization ideas for electric power public 
corporations after relocation, and to present some implic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the secondary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local areas. This study show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state occurred by relo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ult shows that the higher the expectation levels, the higher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le anxious psychological state has no relation with that. Additionally, expectation level has no significant functional relation with 
turnover intention. Followings are the major conclusions revealed in this study; The stronger the anxious psychological state, the higher 
the turnover inducement goes up. The higher the expectation levels, the higher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grows, and the higher the 
anxiety psychological state,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lowers.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grows according to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proportionally, but the turnover inducement intention is weak.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between the 
expectation of organizational change and turnover intention was not significant, but it was analyz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form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ther anxiety psychology. The expectation levels of employees of electric power 
public corporations has grown up after moving to provincial areas.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ctation mind and the turnover 
inducement has decreased after local relocation. 

KeyWords: organizational change, psychological state, public service motivation, job attitude, electric power public corporation,
          relocation, Multi-group analysis

* This thesis is based on the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hange Awareness and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Job Attitude: 
Focused on the Employees of Electric Power Public Enterprise to be Relocated to Provincial Districts (2014)” at the time of 5-7 years after relocation. These are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conducted after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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