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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행동에 대한 규범과 기준체계이며 직업전문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조직성과와 조
직몰입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업전문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직경력 1년 이상의 중앙부처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261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업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개인적 배경변인 중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윤리의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의 직업
윤리의식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직업윤리의식이 내재화된 상태로 해
석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업전문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공공의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는데 기반이 되며, 행동규범과 가
치체계가 내재화된 직업전문성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무원 직업윤리의식 향상
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으로 직급별, 직무별 윤리의식향상 교육프로그램과 직업윤리의식 역량규명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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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cupational ethical awareness is a system of norms and standards of behavior and an important 
component of professionalism that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commi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thic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ivil serva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with more than one year of employment. 261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vocational ethics of civil serva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rofessionalism. The higher the years of service, the higher the level of ethics. Second, the work 
ethic of public official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the internal commitment of civil servants to the state of work ethic.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ism was verif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mor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public ethics of public servants are the basis for accepting 
public values   and goals. Vocational expertise with embedded codes of conduct and value systems 
influen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practical implication for improving the ethical ethics of 
public officials, education programs for improving ethic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job titles and 
duties were provided, and the ethical ethical competence wa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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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가 첨단화, 다원화 되면서 직업인으로서 공무원
의 윤리의식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공무원 업무가 
가진 특수성과 직무행위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공영역
에서의 실수가 때로는 큰 사회적 파장과 불편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을 보아왔다. 국가적 혼란을 가져온 몇몇
의 사건들만 보더라도 공무원 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
을 다시금 환기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복잡화되면서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전문성은 
복잡한 행정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를 수용하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일반 행정가로서
의 역할이나 기능보다는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
으로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
기 때문이다[1]. 한편, 업무수행과 관련된 책임성과 윤
리의식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나, 공무원 직
업은 공익성, 소명의식과 같은 공직윤리 보다는 직업으
로서의 안정성만이 부각되고 있다. 2017년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개선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공직자들에 신뢰
도 개선여부에 국민들의 20.0%만이 신뢰도가 ‘높아졌
다’고 응답하였다[2]. 공직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결
과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
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공직부패의 심
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정권 초반 감소 추세를 보이
다가 정권후반에 들어서면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반복
하고 있다. 공무원이 가져야할 윤리의식에 대해 국민의 
시선과 평가는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3].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직무는 순환보직체제로 이
뤄져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
로 인해 전문성 향상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
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 영향범위가 확장되고 행정적 
결정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점점 커진다는 점을 감안했
을 때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 공직자로
서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에게 직업
전문성은 다른 직종과 구별되는 공직윤리 준수에 필요
한 직업적 정체성과 직업의식으로서의 전문성이다. 전
문성에 대한 정의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지속적
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대체로 특정 직업분야에서 일반

적인 수준을 넘어선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개인을 전문
가로 규정하며, 그 특성을 전문성으로 가정하고 있다
[4]. 전문직 종사자로서 직업적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
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조직과 
개인을 동일시하는 직업적 정체성이 형성되면 조직에 
헌신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5]. 공무원들이 
직업윤리의식을 갖고 전문 직업인임을 자각할 때 조직
몰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조직몰입은 조직 성과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직무만족보다 안정적
이라고 평가된다[6]. 조직몰입도가 높은 재직자일수록 
조직에 대한 불만족, 스트레스, 이직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7]. 조직의 목표와 가치의 수용도가 높을
수록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조직몰입도가 
향상되며 해당 직무에 대한 헌신과 전문성이 높아진다
[8]. 조직 몰입을 통한 핵심가치 공유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공무원들이 공직가치를 내면화하고 
공공조직의 목표 달성과 업무성취를 위해 직업 전문성
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가치와 요구를 스스로 수용하는 
몰입의 상태가 결국 국가행정서비스 전달 수준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9-12].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자신
의 직무를 해석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13]. 직업윤리의식은 어떠한 공
무원이 되어야 하는가를 선택할 때 방향성과 지침을 제
공해 주며 이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준다. 조직몰입은 
자신의 가치관과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간의 일치 정도
가 높을수록 몰입도가 높아진다[14]. 공무원의 직업윤
리의식은 직무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
치게 되며, 이때, 직업전문성은 행정서비스 수행과정에
서 자기규제의 기능을 수행하여 조직몰입을 매개할 것
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직업윤리의식
이 직업전문성과 조직몰입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직업전문성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가설  

1. 공무원 직업윤리의식

개인이 직업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외재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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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을 위해 직업이나 일에 대한 관념, 가치관, 인식 등
이 포괄적 반영된 가치체계이다[15]. 직업의식은 정서
적 역량이며, 직업마다 갖추어야 하는 정서적인 역량이 
존재한다. 정서적인 역량은 일의 가치(work values), 
습관(habits), 태도(attitudes)를 의미하며 언어나 행위
로 발현되는 일에 대한 개인의 역량을 의미한다[16]. 직
업윤리는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일반윤리
와 직업적 특수성에 따른 특정 직업윤리로 구분된다. 
직업윤리의식은 개인 윤리를 바탕으로 조직과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17][18]. 직업윤
리의식은 해당 직무에서 개인의 인식, 태도, 행위(작위, 
부작위) 등에서 드러나는 양심이나 도덕 등의 형태로 
발현된 직업윤리의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직업의식, 직
업관, 근로 윤리 등이 사용되고 있다[19]. Hatcher 
(1995)는 직업윤리의식을 직업인의 태도와 행동을 안
내하는 가치 또는 신념체계로 정의하였다[20]. 한편 직
업윤리의식을 직업인이 직장에서 일을 잘 수행하는 것
에 대해 긍정적인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문화적 
관례로 정의되기도 하였다[21].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
은 공직윤리로도 볼 수 있다. 공직윤리는 공직자 행동
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개개인의 생활가치에 공직자
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내포하는 공무원의 규범, 행동기
준체계로 설명된다[13]. 공직자의 윤리의식은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동을 방지하고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하고 
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소극적 개념은‘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기본적 규
범으로 사회적 합의성이 강조된다. 공무원 윤리란 실정
법령이나 서비스헌장, 행정내부지침, 사회적 상식 등에
서 도출된 마땅히 지켜져야만 하는 행동규범으로 볼 수 
있다[22]. Wilcox(1997)는 직업윤리의식 측정을 직업
윤리의식 하위요소를 ‘정의성, 전문성, 청렴성, 공익성’
으로 구분하고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23]. 정의성은 
공과 사를 구분하고 규범과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전문성은 성취를 위한 노력과 자기
계발, 그리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이다. 청렴성은 
희생정신과 함께 압력 하에서도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
고자 하는 태도이다. 공익성은 일로 접하는 고객을 존
중하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주고자하는 태도로 
설명될 수 있다. 

2. 직업윤리의식, 조직몰입, 직업전문성 관계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경험, 지식등과 같은 직업전문성을 포함하는 하고 있다.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조
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 성
과 창출에 기반이 된다. 외부의 규제와 압력 보다는 구
성원들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시켜 강력한 동기요인으
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성과에 기여하게 된다[8][12][24].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기반
으로 안정적 성과창출에 기반이 된다. 외부의 규제와 
압력보다는 구성원들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시켜 강력
한 동기요인으로 작용되어 긍정적인 성과에 기여하게 
된다[8][14][24-27]. 

첫째,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슬기(2003)는 직업윤리
의식은 직원의 직무만족 뿐 아니라 그 외의 직무성과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8].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도 공무
원의 윤리의식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29].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과 조직
몰입의 영향관계에서 교육훈련, 공공이익이 회사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신철우
(2006)는 리더의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짐을 규명하였다[31]. 김학수, 정범구
(2008)는 윤리적 리더십에서 상사에 대한 신뢰를 매개
변수로 하여 윤리의식이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32]. 직무만족을 조직몰입과 
유사한 조직 효과성으로 놓고 보면 직업윤리의식과 조
직몰입의 관계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경님
(2006)은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윤리의식이 서비스 품
질향상과 자긍심,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윤리의식은 구성원 개인뿐만 아
니라 리더의 윤리의식에도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요양보호자
의 직업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직업윤리의식수준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35].

둘째, 직업윤리의식과 직업전문성의 관계를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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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살펴보면, 전문가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보유와 
함께 윤리기준 준수가 사회적 인정 요건으로 언급되고 
있다. 직업 전문성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가 사회적 책임의식, 신념, 직업 소명의식, 책임감 등과 
같은 직업 윤리의식을 함께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36]. 
공무원의 전문성은 직업윤리의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제되고 있다. 공무원의 전문성은 개인의 능력이라는 
범위에서 확장하여 태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데 
윤리규범을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37]. 공무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상태를 전문
성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공무원의 직업윤리는 행
정서비스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
고 자기규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성이 수반된 상태
로 보고 있는 것이다[38]. 교직윤리의식이 전문성 인식
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직업윤리의식은 
전문성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직업윤리의식은 
전문성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39].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에 관한 연구
에서도 윤리의식 하위변수들이 전문성 하위 변수 모두
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40]. 교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발달수준 연구에서도 윤리의식과 실천적 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이 교사효능감과 전문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41][42]. 

셋째, 직업전문성과 조직몰입의 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염지훈은(2016)은 직업전문성의 4요인 중 하위변
인인 소명의식과 자율성이 직업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직업전문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조직몰
입을 조직효과성 측면인 직무만족으로 볼 때, 직업전문
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적 맥락을 유추해볼 수 있다. 헤
어미용종사자의 직업전문성과 소명의식이 직무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직업전문성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넷째,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 직업전문성간의 관
계를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윤리성향과 조직 윤리 환경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윤리적 행동은 직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며, 개인의 윤리성향과 직업만족도의 관계는 완전
매개를 나타냈다[9]. 공기업 조직구성원의 윤리수준이 

팀 성과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윤리수준이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윤리풍토가 윤리의식과 팀 성과 
사이의 매개역할을 밝혔다[44]. 교사의 직업윤리의식, 
조직몰입, 조직효과성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직업윤리의식의 하위요인과 조직몰입과 학교조직 효과
성 간에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45].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공무원 직업윤리의식은 직업전문성과 조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직업전문성은 직업
윤리의식과 조직몰입을 매개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업윤리의식
과 직업전문성,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업전문성의 매
개효과를 탐색하는데 있다. 각 변인들의 선행연구를 기
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연구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1]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업전문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공무원의 직업전문성은 직업윤리의식과 조직
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직업전문성

직업윤리의식 조직몰입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보근무 기간을 제외한 1년 이상된 재직자
를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 추출법을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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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1월 2일~17일에 실시되었
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면대면 설문지배부와 설문웹사
이트 링크를 활용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300부중 불성
실하거나 무응답 자료, 일부 누락된 자료 등을 제외한 
총 261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근속연수, 학력, 직급, 급여수준)를 측정하는 문항과 연
구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개념 
타당도 검증은 주성분분석 중 Varimax 회전법을 사용
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화 기준은 요인 고유치 1.0이상, 요인
적재량은 .5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05로 설정하
였다.

3.1 직업윤리의식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Wilcox(1997)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신호창, 차희원
(2000)의 연구에 사용된 척도와 이이화(2015)의 연구
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46][47]. 설문지는 
정의성 5문항, 전문성 5문항, 청렴성3문항, 공익성 3문
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공무원 특성에 적합
하도록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직업윤리의식 전체의 
Cronbach α는 .91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정의성 .88, 
전문성 .92, 청렴성 .91, 공익성 .93으로 나타났다.

3.2 직업전문성
직업전문성 측정은 Professionalism Inventory 

Scale (HPI scale)을 표준화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설
문지는 전문 조직준거성 5문항, 공적 서비스신념 5문
항, 자율성 5문항, 자체규제 신념 5문항, 직업 소명의식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부정문항
은 일관성을 위해 역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의 직업전문성 전체 Cronbach α는 88로 나타
났으며, 하위변인별로 전문조직의 준거성 .86, 공적서
비스에 대한 신념 .89, 자율성 .89, 자체 규제에 대한 

신념 .87,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91로 나타났다.

3.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Allen&Meyer(1990)의 척도를 활용한 

오진주(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
다[48][49]. 정서적 몰입7 문항, 지속적 몰입 4문항, 규
범적 몰입 5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직몰입 
전체 Cronbach α는 .90, 하위요인별 정서적몰입 .96, 
지속적몰입 .91, 규범적몰입 .87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분석 기법, 구인 
타당도 평가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
다. 둘째,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 직업전문성, 조직몰
입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
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
다. 넷째, 매개모형의 효과 분석을 위해 1단계에서 독립
변수인 직업윤리의식과 매개변수인 직업전문성 사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 직업윤리의식과 종속변
인인 조직몰입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직업전문성을 통제한 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 값을 살펴보았다. 

Ⅳ. 연구결과  

1. 직업윤리의식, 직업전문성, 조직몰입간의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직업윤리의식의 하위요인 중 ‘정의성, 전
문성, 청렴성, 공익성’은 직업전문성의 ‘전문 조직의 준
거성, 공적 서비스신념, 자율성, 자체 규제 신념, 직업 
소명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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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의식 직업전문성 조직몰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330
*** 1

3 .480
***

.281
*** 1

4 .525
***

.475
***

.275
*** 1

5 .351
***

.571
***

.275
***

.604
*** 1

6 .139
*

.317
***

.227
***

.154
*

.133
* 1

7 .321
***

.491
***

.347
***

.435
***

.479
***

.323
*** 1

8 .331
***

.337
***

.186
**

.396
***

.307
***

.405
***

-.02
5 1

9 .385
***

.122
*

.149
*

.316
***

.196
***

.234
*** .086 .433

*** 1

10 .443
***

.272
***

.198
**

.565
***

.360
*** .087 .636

***
.112

***
.233

*** 1

11 .228
***

.340
***

.204
**

.367
***

.272
***

-.10
1

.139
*

.298
***

.366
***

.239
*** 1

12 .308
***

.234
***

.213
**

.164
**

.280
***

.311
***

.516
***

.140
*

.341
***

.501
*** .094 1

**p<.01, ***p<.001
1)정의성, 2)전문성, 3)청렴성, 4)공익성, 5)전문조직준거성
6)공적서비스신념, 7)자율성, 8)자체규제신념, 9)직업소명의식
10)정서적몰입, 11)지속적몰입, 12)규범적몰입

표 1. 직업윤리의식, 직업전문성, 조직몰입수준 관계

2. 직업윤리의식이 직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 직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
성을 통제하고 직업윤리의식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는[표 2] 와 같다. 성별, 고용형태, 직렬 등 3개 변수는 
연속형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변수(dummy variable)
로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모델 Ⅰ은 일반
적 특성 9개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모델 Ⅱ는 직업윤리
의 4개 하위요인(정의성, 전문성, 청렴성, 공익성)을 추
가하여 각 변수들이 직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된 모델 Ⅰ의 
설명력은 6.9%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F=2.059, p<.05). 통제변수로써 직렬
(d)(β=.165, p<.05), 소속기관 근속년수(β=.305, 
p<.01)는 직업전문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윤리의식의 4개 하위요인을 포함시킨 모델 Ⅱ의 
설명력은 46.1%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1.383, p<.001). 또한 다중공선
성 검증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0보다 크게,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독립변수로써 전문성(β=.358, p<.001), 공
익성(β=.307, p<.001), 청렴성(β=.151, p<.01)이 직업
전문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공무원의 직업전문성에 있
어서는 직업윤리의식의 하위요인별 전문성, 공익성, 청
렴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직업윤리의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과 같다.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된 모델 Ⅰ의 
설명력은 7.4%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구분
모델Ⅰ 모델Ⅱ 공선성

통계량

β t p β t p 공차
한계 VIF

통
제
변
수

성별d .092 1.321 .188 .056 1.107 .269 .745 1.343

연령 .088 .917 .360 -.037 -.533 .594 .391 2.555

학력 .083 1.313 .191 -.010 -.220 .826 .888 1.126

고용형태d -.142 -1.880 .061 -.100 -1.814 .071 .626 1.598

직급 -.099 -1.214 .226 .048 .802 .423 .528 1.894

직렬d .165 2.284* .023 .154 2.948** .004 .697 1.436

근속년수 .305 2.977** .003 .146 1.951 .052 .338 2.957
공무원
경력 -.051 -.375 .708 .031 .311 .756 .198 5.061

급여 -.099 -.906 .366 -.081 -1.014 .311 .297 3.370

직
업
윤
리

정의성 .112 1.935 .054 .564 1.772

전문성 .358 6.747*** .000 .675 1.481

청렴성 .151 2.892** .004 .697 1.436

공익성 .307 5.362*** .000 .582 1.720

F-value(p) 2.059*(.034) 21.383***(.000)

R² .069 .530
Change of 

R² - .461

가변수 : 성별(남=1, 여=0), 고용형태(일반직=1, 일반직 외=0), 
직렬(행정직=1, 기술직, 전산직, 기타=0)

표 2. 직업윤리의식이 직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2684

로 분석되었다(F=2.225, p<.05). 통제변수로써 직렬
(d)(β=.267, p<.001)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윤리의식 하위요인 4개를 포함시킨 모델 Ⅱ의 설
명력은 37.0%였다. 따라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2.755, p<.001).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0보다 크게,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존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독립변수로써 공익성(β=.307, p<.001), 청
렴성(β=.151, p<.01), 전문성(β=.358, p<.001)이 조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직업윤리의식 하위요인별 공익성, 청렴성, 전문성이 중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구분
모델Ⅰ 모델Ⅱ 공선성

통계량

β t p β t p 공차
한계 VIF

통
제
변
수

성별d .078 1.124 .262 .072 1.266 .207 .745 1.343

연령 .002 .020 .984 -.091 -1.157 .248 .391 2.555

최종학력 .001 .019 .985 -.073 -1.391 .165 .888 1.126

고용형태d -.144 -1.908 .058 -.122 -1.959 .051 .626 1.598

직급 -.104 -1.275 .203 .004 .063 .949 .528 1.894

직렬d .267 3.704*** .000 .233 3.947*** .000 .697 1.436
근속년수 .106 1.037 .301 -.064 -.760 .448 .338 2.957
공무원 
경력 .200 1.480 .140 .246 2.224* .027 .198 5.061

연봉수준 -.185 -1.697 .091 -.118 -1.302 .194 .297 3.370

직
업
윤
리

정의성 .218 3.322** .001 .564 1.772

전문성 .140 2.334* .020 .675 1.481

청렴성 .069 1.174 .241 .697 1.436

공익성 .334 5.179*** .000 .582 1.720

F-value(p) 2.225*(.021) 12.755***(.000)

R² .074 .402

Change of 
R² - .370

가변수 : 성별(남=1, 여=0), 고용형태(일반직=1, 일반직 외=0), 
직렬(행정직=1, 기술직, 전산직, 기타=0)

표 3. 직업윤리의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4.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직업전문성
매개효과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업전문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1단
계에서 독립변수인 직업윤리의식이 매개변수 직업전문
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을 충족하였다(β=.691, p<.001), 2단
계 매개조건 분석결과는 독립변수인 직업윤리의식이 
종속변수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을 충족하였다(β
=.553, p<.001). 

3단계 매개조건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직업윤리의식 
회귀계수가 유의하면서 2단계에 비해 감소하였고(β
=.553, p<.001 -> β=.272, p<.001), 매개변수인 직업
전문성도 유의미하게 나타나(β=.407, p<.001) 직업전
문성은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경로의 회귀계수 값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
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3단계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한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
다(Z=9.449, p<.001).

매개효과
검정단계 β t p F-value R² 채택

유무

1단계
직업윤리의식⇒

직업전문성
.691 15.374*** .000 236.347

*** .477

부분
매개

2단계
직업윤리의식⇒

조직몰입
.553 10.692*** .000 114.327

*** .306

3단계(독립) .272 4.055*** .000
83.530*** .393

3단계(매개) .407 6.074*** .000

표 4.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업전문성 매개효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업윤리의식
과 직업전문성,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업전문성의 매
개효과 검증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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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업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직업전문성은 특정분야에 대한 지식, 
자격뿐만 아니라 자아와 직종가치와의 통합, 바람직한 
직무태도까지 포한된다. 직업전문성이 갖고 있는 자기
규제와 책임성의 속성을 놓고 보더라도 공공조직에서
의 직업윤리의식은 공직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조직성
과와 목표에 영향을 주는 직업전문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33][34] 
[41][42][50]. 직업윤리의식이 전문성 수준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을 나타냈
다[25][36][41][43].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전문성
에 유의한(+)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하다
[52]. 관광통역안내사의 직업윤리의식이 직업 전문성에 
유의한(+)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유아교사의 교직윤
리인식 실천과 전문성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
한 선행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이다[33][41][51]. 공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공직윤리와 가치
를 공적서비스 수행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자기규제의 장치로 활용함을 의미한다. 전문성에 직업
윤리의식을 반영하는 것은 민간부분에서도 논의가 확
대되고 있다. 기존의 전문성은 지식, 기술이라는 일차원
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의 경향은 직무의 특
수성을 반영한 다차원적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더 
나은 수행능력과 성과창출을 목표로 직업 전문성의 개
념적 확장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전문성은 직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이며, 지
식과 기술뿐만 아닌 태도 측면도 포함된다. 본 연구결
과로 공직자의 윤리규범, 공직가치가 전문성의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 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공무원 직업윤리의식이 
직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근속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기존 연구들
과 맥락을 같이한다[44][51][53]. 직업전문성은 해당 분
야에 요구되는 행동규범과 가치체계의 습득이 전제되
며, 무경험과 노하우도 직업 전문성에 해당된다는 선행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54]. 공직근무 경험을 통해 
직업윤리의식이 내재화됨에 따라 직업전문성에도 영향
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중 공익성, 
정의성, 전문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윤리의식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29] 
[35][36][51][55]. 또한, 이민화(2017)의 직업전문성과 
소명의식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김경
님(2006)의 직업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을 보여줌으로써 
연구결과의 적절성이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
다[43][33].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반
영하는 개념으로서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성향이다
[55].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일체감과 
같은 심리적 결합관계를 의미한다. 직업인으로서의 공
무원 윤리의식은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윤리의식이 반
영되어야 하며 윤리적인 판단의 객관성, 전문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조직이 추구하는 공적가치의 내
재화가 요청된다. 직업윤리의식은 직업적 특수성에 따
라 각기 다른 도덕적 규범이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적 
판단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면 직업윤리의식과 조직
몰입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
몰입은 조직에서 추구하는 직업윤리의식이 내재화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직업윤리의식과는 심리적인 결속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면, 공공
조직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는 것
은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과의 결합과 몰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직업전문성은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
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직업윤리의식은 직업전문
성에 유의한(+)영향을 미쳤으며, 직업윤리의식은 조직
몰입에 유의한(+)영향을 나타내 직업전문성은 직업윤
리의식과 조직몰입 간에 부분매개 조건을 충족하였으
며,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과 직업전문성, 조직몰입의 
상호관계가 검증되었다. 부분매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매개변수를 통
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
업윤리의식과 직업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로
가 부분적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직업윤리의식이 미치는 영향에는 직업전문성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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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업전문성을 통해 조직몰

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직업
윤리의식은 공공의 가치와 목표 수용에 기반이 되며, 
행동규범과 가치체계가 내재화된 직업전문성은 조직몰
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 향
상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
도적 차원으로 직무별, 직급별 맞춤형 윤리의식 향상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또한, 실질적 참여를 확보할 수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다원화, 다양화된 사회에서 요
구되는 공직은 과거의 일반 행정가와는 다른 역할이 요
구된다.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를 조정·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상
위직급으로 갈수록 통합적 사고 능력과 공적가치판단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 리더의 윤리의식이 조직에 미치
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고위직 공무원의 실질적 참여
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가 필요하다. 

직업윤리의식의 개념적 정착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개념과 행동지침 등을 구체화하
여 공무원 인재상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윤리의식을 
역량요소로 구체화함으로써 채용에서부터 평가, 승진에 
이르기까지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순환보직체제인 공
무원 조직은 담당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교
육훈련은 제공되나, 공직의 다양한 가치, 사회적 기대 
가치 등이 반영된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기술적 전문성으로 협소하게 접근한다면, 정
해진 규정과 매뉴얼에만 집중하는 경직된 행정서비스
를 수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 직종별, 직급별 직업윤리 
역량을 도출하여 채용, 이동,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 본 연구는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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