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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웃소싱(outsourcing)은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제조업 분야에서 도입한 관리기법으로 기업의 관

리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핵심사업에 주력함으로

써 생산성을 향상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대표적인 고용 형태중 하나

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효율성과 함께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고용형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성장시대의 기업 

활동은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성 향상이 최우

선적인 가치였으나 최근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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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정(fairness)’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다.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비정규직 문제가 끊임없이 부가되면서 경제적 불

평등은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에 오리혀 걸림돌

이 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서 공정성 문제는 노동시장에 있어 핵심적인 화

두로 급부상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

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

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

가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치

지 않고, 불편부당한 처우를 시정해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생명안전과 관련

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을 선별적으

로 직접고용하고, 나머지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있는 것도 국가적 책무

를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

와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및 고용 방법

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더 이상 논의를 진

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어떠한 동기요인을 가지고 자신의 업

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공공

부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사에 직접 고

용되지 않고, 아웃소싱 협력업체들에 의해 비정

규직으로 고용된 특수경비원들의 동기요인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특수경비원들의 고용형태는 어

떠한지, 그들이 공공부분을 선택한 동기는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동기가 직무만족도와 

조직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증분석을 위해 활용한 문항들의 선행연구인 고

용형태, 직무정체성, 공직봉사동기, 직무만족도 

및 충성도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둘째, 설문

조사를 통해 기존 이론들이 강조하고 있는 변수

들에 특수경비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특수경비원 운영 및 관리

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2.1 고용 형태

모든 산업부문에서 다양한 노동수요와 노동환

경이 조성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정규직 일자

리와 다른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새롭게 등장하

고 있다. 이처럼 고용형태는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조직과 구성원간의 고용관계는 일반적으

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다[1]. 정규

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고용계

약의 성격,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세 가지 기준

에 의해 구분되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주와 

일정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하

는 것이며, 전일근무를 하고, 승진의 기회, 회사

조직 내 모든 복리후생제도의 혜택 등을 제공받

을 수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이와 반대로 고

용의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고, 승진이나 복리후

생 등의 혜택을 정규직처럼 누리지 못한다[2].
이 때문에 정규직 종업원은 조직에 대한 애착,

의무감, 충성심을 갖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과의 관계를 형성한다[3]. 반면, 조직의 핵심

기능이 아닌 주변기능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은 단

기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교환관계를 형성할 

뿐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은 조직의 사회시스

템 속에 단지 부분적으로만 포함되어 있지 장기

적인 관점에서 조직과의 관계가 형성돼 있지 못

하다[4]. 고용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볼 때 고용인

과 체결한 계약 속에서 통상적인 정규직 일자리

와 구별되는 노동을 비정규 일자리로 규정한다.
고용지위에 따른 구분으로 볼 때도 비정규 노동

은 정규직보다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 이 열악

하고, 노동법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고용형태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 

고용지위에 따른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비정규직은 임금 받는 노동자 중 정규직 외의 

나머지를 통칭한다. 비정규직으로는 임시직 근로

(장기, 기간제 및 기타 등),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직, 가내근로 등이 포함된다[5]. 이

러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한시적 

고용상태이므로 고용안정성이 낮다. 또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고도 동일한 직위의 정규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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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조직에 적

응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짧기 때문에 동료관계형

성 등에서도 열등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

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 향상 및 

비용(인건비) 절감 이유로 비정규직의 채용을 늘

려왔다. 반면, 피고용인 입장에서 비정규직은 불

안한 일자리,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의 상

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에 대한 공

정성과 형평성을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는 역

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2 직무정체성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조직에서 어떠한 존

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이 인식

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그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

을 주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조

직의 목표와 비전에 맞는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

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해야 한다[6]. 과연 조

직구성원들은 자신이 조직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업무가 자신의 정체성

과 부합하는지, 조직은 자신을 업무를 위해 어떠

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등은 조직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이유를 

Giddens(1991)는 복수의 정체성 개념을 상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7].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자아정체성뿐만 아니라 

직업정체성, 조직정체성 및 사회정체성 등으로 

분화되어 연구되고 있고, 경영학, 심리학 및 행정

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체성 개념이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8]. 윤견수와 김순희(2013)
은 공무원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 공무원의 

정체성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인간 또는 상명

하복 하는 존재라고 정의하기도 했다[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직업정체성을 주로 다

루고자 하였다. 공항이라는 공공부문을 보았을 

때 조직정체성의 개념도 일부 연구의 대상으로 

해당될 수 있으나 직업정체성은 조직의 문화, 가

치 및 관행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고[10], 직

업정체성은 특정 직무 종사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11]. 직무정

체성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자신을 정

의하게 하며 자신과 직업에 대한 심리적 일치감

을 느끼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특정 직무에 포함

된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직무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자신을 정의하게 되므로 사회정체성의 개념도 일

부 포함하게 된다[12].

2.3 공직봉사동기

공공부문에서 인적자원은 조직의 역량을 좌우

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조직의 지속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에 대한 전략적 관리

가 필요하다[13].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부문에 종

사하는 사람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
PSM)를 들 수 있는데, Perry & Wise(1990)는 공

직봉사동기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개인의 특수

한 내적 동기요인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사

회적 복리의 향상을 추구하는 공공영역에서의 공

통된 동기와 행태라고 정의하였다[14]. Kim S.
(2009)도 공직봉사동기를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개

인이 갖는 이타적 정신, 친사회적 태도, 사회 전

체를 최우선시하는 가치 및 신념으로 정의하여 

공공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만을 

중시하지 않고, 공공성을 추구함으로써 공공에 

대한 봉사를 정당화시킨다고 언급하였다[15].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봉사동기는 업무를 수행

하여 얻는 개인적 성취감, 성공, 승진이나 재무적 

또는 명예적인 보상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행태

라기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공익을 위

해 일하며, 타인에 대한 애정과 자기희생을 강조

하는 내재적인 보상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Perry & Wise(1990)가 이론적으로 공직봉사동

기를 개념화했을 때 공공서비스(봉사)의 의미가 

공무원에 더욱 치중된다고 강조하였다[16]. 그러

나 공직봉사동기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희생 및 

봉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

었고, 최근에는 ‘공공조직이나 기관에 우선적으로 

또는 유일하게 반응하려는 개인적 성향’으로 포

괄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17]. 이후 Rainey &
Steinbauer(1999)는 공직봉사동기를 “지역사회, 국

가와 민족 및 인류전체를 위해 봉사하려는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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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타적 동기”로 정의하여 그 개념을 더욱 

확장시키기도 하였다[16].
한편, Vandenabeele(2007)는 역사적인 제도주

의 관점에서 Perry & Wise(1990)의 개념정의가 

서구사회/문화에 한정 되어 다른 국가나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편타당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

면 “개인과 조직의 이익에 집중하여, 이에 개인

이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신념,
가치, 태도”를 공직봉사동기로 정의하였다[17]. 이

러한 논의는 공공부문의 구성원들이 왜 동기를 

부여받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공공기관의 존재목적에 따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공공기

관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는 행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구성원이 깨닫

게 만들고, 이것이 구성원의 업무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공직봉사동기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

인가? 단순히 사람이 갖는 사회에 대한 이타적인 

속성에 근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화 과정이 

이러한 이타적인 속성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

인가? 이에 대해 김서용(2009)은 연령, 성별, 전문

성, 교육수준, 부모의 영향 등과 같은 사회적 배

경변수가 공직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15]. 또한 Perry(1997)는 부모로 인한 사회

화뿐만 아니라 종교로 인한 사회화, 직업이 형성

하는 자아정체감, 정치적 신념 등도 공직봉사동

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공공수행

동기는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화 과정이 만들어낼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수행동기가 높

을수록 외재적인 보상보다는 내재적인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직봉사동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다양한 만큼 공직봉사동기를 구성하는 개

념과 측정방식도 다차원이다. Perry & Wise(1990)
는 공직봉사동기의 측정지표로 공공 정책에 대한 

관심(Attention to Public Policy), 공익을 위한 몰

입(Absorbing to Public Concern), 동정심, 그리고 

배려심 또는 자기희생(Solicitude/Self-sacrifices) 등

을 제시하였다[18]. Kim & Vandenabeele(2010)는 

공익을 위한 참여정신, 공공적 가치에 대한 개인

적 몰입, 동정심 및 자기희생으로 공직봉사동기

를 측정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19].

한편, 공직봉사동기에 대한 이론적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주제 중 하나는 직무만족과의 

관련성이다.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구성원이 많

은 조직일수록 더 높은 조직생산성과 조직성과

(organizational performance)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성과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핵심요인으로서 직무만족은 조직몰입과 

더불어 조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결국, 공직봉사동기가 높으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조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종

사자들의 공직봉사동기를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20][21].

2.4 직무만족도

직무특성은 긍정적인 직무태도와 관련을 맺고 

있다. 자신의 직무특성을 통해 생성된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통해 조직 내에서 업무의 생산성, 업

무의 효과성 등이 향상될 수 있다. 직무와 관련

된 태도변수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지속의지 

등이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바 있다. 직무만족

에 대해 Locke(1976)은 “본인의 직무 또는 직무

경험의 평가에 근거한 유쾌하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 정의하며, 직무만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직업, 임금, 승진, 포상, 복지혜택, 근무조건, 감

독, 동료, 회사의 경영방침 등을 제시하였다[22].
Lvancevich & Matteson(2002)는 ”조직원들이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로서 직무와 개인

과 조직 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지각으로부

터 형성된다“고 하며 직무만족이 개인에 국한되

지 않고 조직과 원만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긍정

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3].
이처럼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차

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24]. 첫째, 조직행동론 차

원에서 직무만족은 조직이 부여한 업무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가치 같은 차원에 따라 종사원이 

인식하는 직무 관련 감정적 태도라고 할 수 있

다. 둘째, 가치판단의 측면에서 보면, 직장을 단

순히 생계를 위한 임금 벌이가 아니라 인생의 보

람을 함께 취득하는 공간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직무만족은 가치판단의 준거기준과 함께 전체 

근무환경에 따라 태도가 형성되며 본질적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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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만족과 더불어 기업의 내․외적요인에 의

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무엇으로 결정하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요인들이 

직무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조직 운영의 효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

다[25].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Wernimount(1996)은 본질적 요인과 비본질적 요

인으로 구분하는데, 본질적 요인은 Herzberg의 

분류처럼 인정, 성취, 승진, 발전, 책임 등 5개의 

요인이 있고, 비본질적 요인은 급여, 사회정책,
기술적 적합성, 대립관계, 작업조건 등 5개의 요

인이 제시되었다[26]. 한편, 직무만족의 결정요인

으로 급여의 인상, 직업안정성 증대, 승진 등 전

반적 만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27].

2.5 조직충성도

Ladd(1987)는 조직충성도에 대해 넓은 의미에

서 ‘조직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진심으로 

헌신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하며, 충성심의 대상

이 사람, 집단, 조직, 그리고 국가가 될 수 있다

고 하였다[28]. Graham(1991)은 조직충성도를 종

사원차원에서 속해있는 조직에 강한 심리적 애착

감과 충성도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29]. 이러

한 충성심은 다양한 맥락과 관련되며, 각 맥락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고객, 국가, 조

직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충성심이 

일과 관련되면 그것은 직무, 상사, 동료,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개념이 된다[29].
기업에서 종사원의 조직충성도를 중요한 변수

로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직충성도가 높

아지면 목표 달성을 위해 애쓰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이직의도 등의 부정적 영향은 줄어들고, 직

무만족이나 조직몰입에 관한 긍정적 영향은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30].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종사원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져 조직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

하고 회사에 충성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되

는 효과가 있다[31].

Ⅲ. 실증 분석

3.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앞선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언급하

였던 내용들과 공항 특수경비원들을 연계시켜보

면, 아래와 같은 연구 프레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특수경비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공직봉사동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이러한 공직봉사동기는 자신의 직무

와 조직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심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

지만 비정규직 신분임에도 공직봉사동기가 높을 

경우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이고, 소

속된 회사에 대한 충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제시된 연구모형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정

체성이 공직수행동기를 구성하는 3개의 요인(공
익몰입, 배려심 및 전문적 일체감)에 영향을 미치

고, 이것이 다시 직무만족도을 거쳐 조직충성도

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공항 특수경비요원은 공항 경찰대를 제외하면 대

부분 아웃소싱 계약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고

용형태는 공항상주직원이라는 신분상 이질감을 

형성하여 그들의 직무만족과 조직 충성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가정을 성립케 

한다. 즉, 고용형태에 따라 직무만족과 충성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고용형태와는 별

개로 개인별 성향이나 사회화 과정을 통해 공직

봉사동기가 높을 경우 직무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직무만족도와 조직 충성도가 높을 개연성도 존재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설들을 검증하였

다.

Fig 26. Conceptual Research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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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earch Model

H1 : 특수경비원의 직무정체성은 직무만족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특수경비원의 직무정체성은 조직충성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특수경비원의 직무정체성은 공익몰입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특수경비원의 직무정체성은 전문적일체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 특수경비원의 직무정체성은 배려심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수경비원에게 공직봉사를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들의 직무만족도와 조직충성도는 향상

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H6 : 공익몰입은 특수경비원의 직무만족도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 전문적 일체감은 특수경비원의 직무만족도

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 배려심은 특수경비원의 직무만족도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 공익몰입은 특수경비원의 조직충성도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 전문적 일체감은 특수경비원의 조직충성도

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 배려심은 특수경비원의 조직충성도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특수경비원의 직무만족도는 조직충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특수경비원들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경비요

원들을 대상으로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

다. 설문지들 중 불완전하게 응답하거나 설문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설문지 220부가 

회수되어 약 73.3%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한 설문지 227명의 응답 내용을 기초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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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봉사동기 설문문항
요인 1
공 익
몰 입

요인 2
배려심

요인 3
전문가적
일체감

요인 4
분석대상
제 외

나의직장상사는공항이용객을돕는데시간을많이투자하는편이다 .956 .101 .044 .014

나는직장내에서상대적으로중요한업무(보직)을맡아왔다 .934 .176 .035 .032

내직장동료들은자신보다공항이용객을돕는데시간을많이투자한다 .919 .206 .023 .020

다른동료에비해보안검색(경비보안) 요원으로공항이용객을도울기회가많았다 .906 .207 .000 .077

나의직장상사는모두공항이용객을돕는데적극적이다 .900 .090 -.030 -.004

내직장동료들은공항이용객의편의를위해자신을희생한다 .888 .189 .115 .057

나는다른동료에비해보안검색(또는경비보안) 요원으로서어려움에처한공항이용
객을돕는데많은시간을보냈다

.829 .194 .101 .138

어려움에처한사람/이웃을보면늘불쌍하다고생각한다 .771 .283 -.139 .003

나자신의개인적성취보다사회에대한기여가중요하다 -.715 .396 -.111 -.031

나는대한민국사회에대해사회적책임을느낀다 -.685 .314 -.161 .010

나는사람들이사회로부터받기보다사회에내놓는것이많아야한다고생각한다 .564 .481 -.171 -.144

나는공공을위한봉사가내자신보다더의미있다고생각한다 .223 .704 -.183 .065

나는사람들이서로의지하면서살아야한다고생각한다 -.014 .669 .240 -.071

나는다른사람들을돕거나봉사하기위해나자신의손해를기꺼이감수할수있다 .024 .668 -.193 .028

시민을위한봉사는시민으로서나의의무이다 .316 .558 -.239 -.143

국가가현재시행하는대부분의사회복지정책은없어서는안된다 .416 .509 .112 -.072

나는사회가나를필요로한다면사적인이득과무관하게공동체를위해봉사할수
있다

.406 .473 -.408 -.037

나의업무는나자신보다는공공사회또는대중을위한일이다 .409 .472 -.180 -.313

나는현재직장에서해고를당할뻔한적이있다 .094 -.051 .022 .094

다른공항상주직원들에비해경제적으로여유로운환경에서근무해왔다 .027 .065 .001 -.135

나는항공보안전문단체나사람들과인적네트워크를가지고있다 .101 -.039 .734 -.279

같은공항상주직원생활이라도남들에비해비교적여유로운생활을해왔다 .084 -.059 .661 .320

나는항공보안전문가들이참여하는외부회의나세미나에참여한다 .055 -.139 .654 .251

나는다른동료에비해회사내에서상대적으로더나은처우(보상)을받는편이다 .125 -.035 .093 .847

나는공항에근무하는보안검색(또는경비보안) 요원으로서좌절한적이많다 -.068 .097 -.201 -.644

Eigen value 9.011 3.604 1.986 1.466

Cumulative Variance (%) 36.046 50.461 58.406 64.269

KMO 0.912, 근사 카이제곱 3445.845, 바트레트구형성검정자유도 300, 유의확률 .000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for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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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분류 결과 남자는 

86.8%, 여자는 13.2%로 응답자들 중 남성의 비중

이 높았다. 보안검색요원의 경우 승객 및 수하물 

검색업무의 특성상 여성종사자 비중이 높지만 특

수경비업무의 경우 주로 남성요원의 비중이 높았

기 때문이다. 둘째, 재직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 1년 미만 근무자가 가장 낮은 14.3%인 반면,
5년 이상 근무자 비중도 12.2%의 비율을 보였다.
특수경비업체가 비록 2년 또는 3년 단위의 아웃

소싱 고용형태지만 업체의 아웃소싱 재계약 시 

해당 특수경비요원의 고용승계가 일부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3 신뢰성 분석

IBM SPSS 21.0을 활용하여 직무정체성, 직무만

족도 및 조직충성도 대한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신뢰성 측정계수인 Cronbach’s alpha는 0.844에
서 0.855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둘째, 공직봉사동기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가  0.839에서 0.860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내적타당성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ariables Std. Beta Std. Error C. R. SMC

공직동기 18 <---

공익몰입

.952 - - .907

공직동기 16 <--- .935 .025 27.331 .875

공직동기 17 <--- .854 .032 19.689 .729

공직동기 14 <--- .914 .029 24.750 .835

공직동기 15 <--- .945 .033 28.667 .893

공직동기 13 <--- .962 .031 31.645 .926

공직동기 12 <--- .883 .028 21.822 .779

공직동기 10 <--- .778 .033 15.633 .605

공직동기 8 <---

배 려 심

.761 .227 8.205 .580

공직동기 3 <--- .703 .178 7.682 .480

공직동기 2 <--- .734 - - .401

공직동기 25 <---
전문가적
일체감

.734 - - .412

공직동기 24 <--- .723 .567 3.747 .488

공직동기 23 <--- .697 .704 3.822 .486

만족도 1 <---
직 무
만족도

.896 - - .803

만족도 2 <--- .849 .076 14.201 .717

만족도 3 <--- .660 .080 10.055 .436

신분인식 1 <---

직 무
정체성

.919 - - .844

신분인식 2 <--- .939 .076 14.201 .882

신분인식 3 <--- .916 .080 10.055 .838

신분인식 4 <--- .904 .046 21.099 .852

신분인식 5 <--- .923 .050 22.488 .818

충성도 2 <---
조 직
충성도

.710 - - .493

충성도 3 <--- .683 .127 6.912 .330

충성도 4 <--- .702 .117 8.093 .505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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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SM 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공직봉사동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모형의 전체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측도는 .912로 분석되

었다. KMO 측도는 0.5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1.0에 근접하면 매우 우수한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근사 카이제곱값은 3445.845이며 유의확률

은 .000으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은 매

우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공직봉사동기

를 구성하는 3개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명명하

였다. 첫 번째 요인은 공익몰입, 두 번째 요인은 

배려심 그리고 전문가적 일체감 이었다

3.5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위해 Table 2
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적합

도 수치인 Chi-square 수치는 420.022로 낮은 수

준이며 전체 적합도 계수인 CMIN /df 는 1.615
로 수용할만한 수준은 3.0이다. 아울러 높은 적합

도 수준인 2.0 미만의 값을 보여주게 되는 데 본 

연구모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전체 모형 적합도

는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GFI가 0.851로 0.9
미만이었지만 그 외 NFI 0.913, RFI 0.909, IFI
0.965, TLI 0.959 및 CFI 0.965 등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주요 지수들에서 0.9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실증분석에 매우 적합한 변수들

임이 확인되었다. RMR은 보통 0.5 미만이면 수

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다되는 데 본 연구모형에서

는 0.4로 분석되었다. 또한 RMSEA 분석결과는 

0.057로 기준치인 0.08 미만 보다 훨씬 낮으면서 

우수한 수준의 적합도 기준인 0.06보다 낮아 높

은 수준의 적합도임을 보여주었다.
공직봉사동기는 총 3개의 잠재변수들로 구성되

었다. 공익몰입, 배려심 그리고 전문가적 일체감

이었다. 그 외에 신분인식, 직무만족 및 충성도 

변수들도 잠재변수들로 타당하게 구성되었다.

chi-square p-value CMIN/df GFI

420.022 .000 1.615 .851

AGFI RMR NFI RFI IFI

.841 .040 .913 .909 .965

CFI TLI RMSEA

.965 .959 .057

Table 3. Validity of CFA

Latent Variables beta S.E. C. R. 가설검증 p-value

공익몰입 <- 직무정체성 1.135 .054 20.922 채택 ***

전문적 일체감 <- 직무정체성 .006 .019 .285 기각 .775

배 려 심 <- 직무정체성 .257 .032 8.029 채택 ***

직무만족도 <- 공익몰입 .439 .132 3.319 채택 ***

직무만족도 <- 전문적_일체감 1.658 .474 3.496 채택 ***

직무만족도 <- 배려심 -.606 .287 -2.115 채택 .034

직무만족도 <- 직무정체성 -.358 .180 -1.986 채택 .047

조직충성도 <- 직무만족도 .553 .103 5.342 채택 ***

조직충성도 <- 공익몰입 .220 .111 1.974 채택 .048

조직충성도 <- 전문적 일체감 .452 .295 1.532 기각 .126

조직충성도 <- 배 려 심 .740 .252 2.940 채택 .003

조직충성도 <- 직무정체성 -.493 .146 -3.377 채택 ***

Table 4. Analysis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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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로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설정된 잠재변수들

과 관측변수들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에 근

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의 직무정체성에 대한 인식

은 공직봉사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다시 

직무만족과 조직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경로가 판명되었다.

chi-square p-value CMIN/df GFI

463.033 .000 1.761 .837

AGFI RMR NFI RFI IFI

.829 .048 .904 .919 .956

CFI TLI RMSEA

.956 .950 .064

Table 5. Validity of SEM

Fig 2. Path Analysis Results of SEM

Chi-square 수치는 463.033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적합도 계수인 CMIN /df 는 1.761로 수용

할만한 수준은 3.0이다. 아울러 높은 적합도 수준

인 2.0 미만의 값을 보여주게 되는 데 본 연구모

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전체 모형 적합도는 매

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기타 증분적합지수들도 비록 GFI가 0.837로 

0.9 미만이었지만 그 외 NFI 0.904, RFI 0.919,
IFI 0.956, TLI 0.950 및 CFI 0.956 등으로 나타났

다. 즉, 대부분의 주요 지수들에서 0.9 이상의 높

은 수치를 기록하여 실증분석에 매우 적합한 변

수들임이 확인되었다. RMR은 보통 0.5 미만이면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상기 실증모형에

서는 0.48로 분석되었다. 또한 RMSEA 분석결과

는 0.057로 기준치인 0.08 미만 보다 훨씬 낮은 

.064의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Table 4의 경로분석 결과 직무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공직봉사동기를 구성하는 요인들 중 전문

적 일체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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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수경비원의 공직봉사동기들 중 배려

심은 95% 신뢰수준에서 직무만족도에 부(-)의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웃소싱 

고용형태의 특수경비원들에게 공항이용객에 대한 

배려, 봉사 및 희생만을 강요할 경우 직무만족도

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Ⅳ. 결 론

과거 11년간 달성한 인천국제공항의 ASQ
(Airport Service Quality, 공항서비스평가) 성과

에 인천공항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요원의 현장에

서의 역할이 컸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빛나는 인천공항의 서비스 성

과 뒤에는 아웃소싱 협력업체라는 고용형태가 오

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인천

공항 및 한국 내 주요공항들의 특수경비원들은 

아웃소싱 형태로 고용되어있다.
첫째, 특수경비원의 직무정체성 인식에 있어 ,

특수경비원의 직무정체성 인식은 만족도와 충성

도에 모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공항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

비원들은 거의 대부분 아웃소싱 형태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 불만족인 것

으로 판단된다.
둘째, 특수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와 충성도에 

있어, 공직봉사동기를 구성하는 요인들 중 공익

몰입과 전문가적 일체감은 직무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배려심은 부(-)의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

에서 특수경비원들에게 맹목적으로 승객과 공항

의 안전을 위한 배려와 희생을 강요한다면 오히

려 직무만족도를 하락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대

목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아웃소싱 고용형태의 특수경비요

원의 신분은 직무만족도와 충성도를 감소시키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공직봉사동기가 투입

되었을 때 신분인식과 달리 공직봉사동기는 특수

경비원의 직무만족도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특수경비원들

의 직무만족도와 충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

직봉사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아울러 직무정체

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또는 

공항운영당국 차원의 조직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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