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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재적 동기가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직무만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ternal Motivation and External 
Motivation on Creative Behavior : The Mediating Role of Job 

Satisfaction

장하수

Ha Soo Jang

요 약  본 연구는 개인의 내·외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직무만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의 3개 지방자치단체(G군, K군, H군)에

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했으며, 이중 유효 설문지 213부(71%)를 활용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재적 동기가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외재적 동기가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는 최근의 연구 흐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내·외재

적 동기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가 직무만족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외재적 동기는 직무만족에 통

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직무만족이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내·외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내재적 동기는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창의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외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 간에는 직무만족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창의적 행동, 직무만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of individual and creative behavior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creative behavior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3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public officials working in three local governments (GGun, KGun and HGun) in Jeollanam-do, and 
213 surveys (71%)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creative behavior. The effect of extrinsic motivation on creative 
behavior is the same as the recent research flow. Second, intrinsic motivation positively affects job satisfaction, 
but extrinsic motivation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about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creative behavior, it was 
shown that job satisf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creative behavior.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e 
behavior, intrinsic motiva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creative behavior through the mediation of job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between ex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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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거 신의 영역으로, 천재적인 예술가들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창의성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것으로 인

식되었으나, 현재는 창의산업, 창의경영, 창의적 사고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접두사가 되었다[1].

위와 같은 창의성의 보편적 적용에도 불구하고, 창의

성의 정의, 특성, 발현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은 창

의성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창의성의 논쟁은 창의성 발현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

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2]. 예를 들어 Sternberg와

Lubart는 창의성 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능, 지식,

성격, 인지양식, 동기, 환경 등 6가지 요인 간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으며, Puccio, Mance와

Murdock은 개인, 과정, 환경, 리더십 등 4가지 요인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창의성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

으로 제시하고 있다[3]. 또한 Woodman과 Schoenfeldt

는 창의적 행동에 대한 상호주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성격, 인지, 사회문화적 요인간의 상호작용 이해가 창의

적 행동의 이해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4].

창의성에 대한 위와 같은 접근법, 즉 단일변수로 창

의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창의성 발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모델

중, 대표적인 모델이 Amablie의 창의성 이론이다[5].

Amablie의 창의성 이론은 과제동기, 영역 관련 기능,

창의성 관련 기능의 통합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특

히 3가지 요인 중 과제 동기는 Amablie 창의성 모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창의성과 관련하여 다른

요인에 비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내재적

동기는 상황과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적으며, 창의적

수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재적

동기는 창의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다

가,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와의 관계에서 내·외재적

동기가 상호작용하여 창의성 발현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 외재적 동기를 상승적 외재적 동기(Synergistic

Extrinsic Motivation), 그 반대의 외재적 동기를 비 상

승적 외재적 동기(Synergistic Extrinsic Motivation)라

하고 있다[7].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외재적 동기는 창의성

발현내지 창의적 행동을 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내·외재적 동기 요인에 동기부여가 되었더라도 수

행하는 업무 또는 과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으면 창의

성 발현내지는 창의적 행동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직무만족은 업무수행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

념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진행된 창의성 관련 연구에

서는 소홀하게 다뤄진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기존의 창의성 연구가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

일 것이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외재적 동기

와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

다.

다음으로 내·외재적 동기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그리고 직무만족의 정도가 창의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창

의적 행동과 직접관련이 있는 내·외재적 동기가 이를

매개하는 직무만족이 창의적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내·외재적 동기

동기 역시 창의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인에 영향

을 받는다. 행동의 자발성과 지속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기[9]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되며,

인지주의 접근의 연구자들은 내재적 동기를, 정신분석

과 행동주의 접근의 연구자들은 외재적 동기를 중요하

게 생각한다[10].

동기와 창의성과의 관계는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Amabile에 의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내재적 동기와 창의성 간에 강한 상관관계(r=.30)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능과 창의성 간의

관계보다 더 높은 것이다[11].

내재적 동기와 창의성 간의 일관된 연구결과와 달리

외재적 동기와 창의성 간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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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 이러한 이유로

평가의 위협성이 제시되고 있다[13]. 즉, 자신의 결과물

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때, 창의성은 떨어지고, 자신감

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의

가능성이 작업의 집중도를 높여 창의성을 높일 수도 있

다[14]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외재적 동기인 보상과 창의

성과의 관계이다. 보상과 창의성 간의 초창기 연구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보상이 창의성을 떨어뜨리

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보상의 형태에 따

라, 즉 업무수행과정 중,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 창의성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창의성을

대표하는 확산적 사고의 경우도 보상이 확산적 사고를

증진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관계는 개인의 내재적 동기가 높으면,

외재적 동기가 낮아지고, 외재적 동기가 높으면, 내재적

동기가 낮아지는 양극적 관계를 가정했다. 그러나 최근

에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원적 관계가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 다양

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요인 분석 결과를 예로 들고 있다[17].

2. 직무만족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태도인 직무만족은

직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의 정도와 실제로 얻는 것

간의 비교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다[18]. 직무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직무만족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란

이 있음에도, 직무만족이 직무수행의 질을 결정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19]. 즉 직무만족 정도가 창의

적 행동의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직무만족도는 직무요소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

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직무요소 만족도를 측정하는 이

유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문제 파악이 주된 원인이라

면,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측정은 직무와 관련

된 반응들 간의 관계 파악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0].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만족

정도, 인간관계의 만족 정도 등을 직무만족도로 조사하

였다.

3. 창의적 행동

‘새롭고, 질적 수준이 높으며, 적절한 산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21] 정의되는 창의성은 크게 4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4가지의 창의성, 4C는 빅 C, 리틀 c, 미니 c, 프로 c

이며, 4C의 핵심은 리틀 c와 빅 C의 구분이라 할 수 있

다. 빅 C가 역사적으로 천재적인 수준의 창의성이라면,

리틀 c는 일상생활의 창의성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미

니 c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산출물이 개인에게 한정되

어 의미가 부여되는 창의성이라면, 프로 c는 미니 c에

서 빅 C로 나아가는 중간 상태의 창의성이라 할 수 있

다. 즉 미니 c는 리틀 c에 가깝고, 프로 c는 빅 C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22].

창의성은 그 종류와 상관없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23]. 그러한 측면에서 창의성의 종류와

상관없이 창의성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유용성과 적절성을 가져하며[24], 그 구체적인 모습은

창의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창의적

행동은 창의성을 예측 할 수 있는 예측변인이라 할 수

있다[25].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전라남도 3개 지방자치

단체(G군, K군, H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1

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2개월에 걸쳐 300부의 설문지

를 작성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32부(77.3%)

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213부

(71%)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14명

(53.8%), 여성이 98명(46.2%)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26명(12.3%), 30대가 63명(29.7%), 40대가 79명

(37.3%), 50세 이상이 44명(20.8%)으로 나타났다. 학력

은 고졸이 24명(11.3%), 전문대졸이 28명(13.2%), 대졸

이 149명(70.3%), 대학원이상이 11명(5.2%)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직급은 9급이 24명(12.2%), 8급이 46명

(23.4%), 7급이 66명(33.5%), 6급이 61명(31.0%)으로 나

타났다. 근무년수는 1년부터(22명, 10.8%) 37년까지(1

명, 0.5%) 다양했으며, 평균 근무년수는 13.15년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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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구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는 내재적 동기 및 외

재적 동기의 경우는 작업선호검사(Work Preference

Inventory: WPI)[26]를 사용했으며, 직무만족은 직무,

인간관계 등 5개 항목[27]의 만족 정도를 Likert 7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행동은 Runco’s

Ideational Behavior Scale(RIBS)[28]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첫째, 기초자료분석 및 기초통계분

석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제거하였으며, 둘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직무만족 및 창의적 행동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롬바알파

(Cronbach’s Alpha)계수를 활용한 내적일관성 분석과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요인 간 관련성 파악을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직

무만족 및 창의적 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하

였다.

Ⅳ. 실증분석

1.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문제를 검증하기 전에 설문 문항의 타당

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내적일관성

을 나타내는 크롬바 알파(Cronbach α)값을 이용한 검

증을 진행했으며,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한 검증을 진

행하였다.

표 1.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결과

Table 1. Conclusion of analysis on primary factor and reliability
개념 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Cronbach α

내재적

동기

내재적동기5 .236 .198 .821 .020

0.882내재적동기6 .167 .217 .829 .067

내재적동기7 .169 .165 .888 -.038

외재적

동기

외재적동기4 .114 -.090 .057 .715

0.650외재적동기5 .122 -.036 -.078 .813

외재적동기6 .050 .154 .052 .756

직무

만족

업무만족1 .204 .886 .127 .016

0.896
업무만족2 .162 .863 .088 .000

업무만족3 .068 .890 .173 .067

업무만족4 .152 .703 .377 -.070

창의적

행동

창의적행동1 .646 -.039 -.201 .015

0.853

창의적행동2 .829 .102 .195 .103

창의적행동3 .777 .184 .162 .086

창의적행동4 .700 .218 .275 .131

창의적행동5 .765 .156 .335 .108

창의적행동6 .686 .155 .211 .073

고유치 3.493 3.106 2.695 1.813

설명분산(%) 21.832 19.414 16.841 11.331

누적분산(%) 21.832 41.245 58.086 69.418

구성 개념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은 직각회전

(Varimax)을 통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고유치(Eigen Value)가 1이

상인 요인의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0.6이상으

로 확인되었다.

구성 개념 항목의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Cronbach

α)값이 0.6이상으로 다항목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각 변수들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분

석기법으로,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 사용되며,

Person’s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를 활용한

다. 본 연구의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독립변수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사이

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적 동기

와 직무만족 간에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만, 외재적

동기와 직무만족 간에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내·외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

수인 직무만족과 종속변수인 창의적 행동 간에도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

구분 평균 표준편차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직무만족

창의적

행동

내재적

동기
4.3474 1.11841 1

외재적

동기
3.6667 .94225 .065 1

직무만족 4.5939 1.06620 .446** .046 1

창의적

행동
4.0094 .88809 .426** .232** .358** 1

* : P < .05, ** : P < .01, *** : P < .001(양측)

3. 내·외재적 동기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내·외재적 동기와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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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내·외재적 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Table 3. Effect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on job

satisfaction

모형

직무만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내재적

동기
.424 .059 .445 7.187 .000***

외재적

동기
.020 .70 .017 .281 .779

R-Square=.199, Adj R-Square=.191, F=16.104, Sig=.000

*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결과 내재적 동기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데, 외재적 동기는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동기의 내용이 Herzberg의 2요인 이론

중, 동기요인과 비슷하고, 외재적 동기가 불만족에 영향

을 주는 위생요인[29]과 비슷하다 했을 때, 예측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일부 국내 선행 연구 결과[30]와

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내·외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

내·외재적 동기가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외재적 동기 모두 창의적 행

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설명력(R²)은 .224로 나타났으며, F값은 30.311(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 내·외재적 동기가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4. Effect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on

creative behavior

모형

창의적 행동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내재적

동기
.328 .048 .413 6.783 .000***

외재적

동기
.194 .057 .206 3.376 .001***

R-Square=.224, Adj R-Square=.217, F=30.311, Sig=.000

* : P < .05, ** : P < .01, *** : P < .001

5. 직무만족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

직무만족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

명력(R²)이 .128로 나타났으며, F값은 31.091(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 정도

가 높을수록 창의적 행동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5. 직무만족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5.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creative behavior

모형

창의적 행동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직무

만족
.298 .054 .358 5.576 .000***

R-Square=.128, Adj R-Square=.124, F=31.091, Sig=.000

* : P < .05, ** : P < .01, *** : P < .001

6. 내·외재적 동기와 직무만족(매개변인) 및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

내·외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직

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31]의 3단계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Baron과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은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의 회귀분석,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종

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의 회귀분석으로

이뤄져있다. 그리고 매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

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의 효과 중 두 번째가 세 번째보다 커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내·외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먼저, 3단계 분석 중 1단계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인

내·외재적 동기와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의 회귀분석 결

과는 내재적 동기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동기는 직무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독립변수인 내·외재적 동기와 종속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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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행동의 회귀분석 결과는 내·외재적 동기 모두

창의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내·외재적 동기와 매개변수

인 직무만족, 종속변수인 창의적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직무만족이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 간에는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재적 동기와 창의

적 행동 간에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조건 중, 1

단계를 충족하지 못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내·외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직무만
족의 매개역할
Table 6. Mediating role of job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on creative
behavior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직무만족 창의적 행동 창의적 행동

독립변수

내재적

동기부여
.445*** .413*** .322***

외재적

동기부여
.017 .206*** .202***

매개변수

직무만족 .206**

R2 .199 .224 .258

F 16.104 30.311 24.205

* : P < .05, ** : P < .01, *** : P < .001

Ⅴ. 결 론

본 연구는 개인의 내·외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 간

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은 물론, 업

무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인 직무만족과 창의적 행

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 간의 분석 결과,

내·외재적 동기가 창의적 행동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결과와

도 합치된 결과이다. 특히 내·외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

동 간의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외재적 동기는 창

의적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다가,

최근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서, 본 연구 결과는 최근의 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 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내·외재적 동기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내

재적 동기가 직무만족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외재

적 동기는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erzberg의 동기 2요인

이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기요인과 유사한 내재적

동기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고, 위생요인과 유사한 외

재적 동기는 불만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로 판단된다.

셋째, 직무만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직

무만족이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

뤘던 직무만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데

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내·외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내재적 동기는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창의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

동 간에는 직무만족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

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재적 동기와 직무만족 간의 분석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Herzberg의 2요인 이론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다른 연구결과[31]와는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에 추후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원인 검증이 반드시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표본의 대상을 전라남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구

성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지역적 편중성을 가지며, 이

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갖는다. 그럼으로 추

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편중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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