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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경찰, 오염방제, 재난관리와 환경

보전 및 준 군사적 임무까지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

러나 기관의 기본법 부재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9

년 8월 23일 해양경찰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해양경찰

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

며, 해양에서의 법집행기관으로 임무수행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의 교육훈련은 경찰공무원 개인의 역량을 개발

하고 조직효과성을 제고하는 기능으로 인적자원관리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은 교육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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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현장에 배치되어 해상치안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교육과

정의 만족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은 조직전체

의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한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

육만족도와 공직에 대한 몰입, 봉사, 희생정신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공봉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교육훈련만족도 

경찰교육훈련의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고 있지만 조직구

성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케 

하는 한편, 가치관, 태도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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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케 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광의개념과, 협의개념으

로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Kim, 2009)으로 정의한다. 

교육훈련은 경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요구 및 강

제력사용으로 국민의 기본이 침해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의 만족도조사는 공

급자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중심의 행정이념의 변화, 교육

훈련의 참여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2 공직봉사동기

공직봉사동기의 정의는 학자마다 상이하다. Perry(1996)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직구성원들이 가지는 특유한 동기요

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로 이해하며. Kim(2014)은 

공공가치 실현과 공익 증진을 위한 노력, 사회의 안녕을 우

선시하는 가치 및 신념으로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하고자 하는 내재적·이타적 동기로 정의한다. Park et al.(2018)

은 공공영역에서 자신의 이익보다 지역사회나 국민과 사회

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타적 동기 및 행위라고 정의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공공봉사 동기란 개인이 공직에 

입직하기 위해 갖는 특수한 동기라고 설정한다.

공공봉사 동기는 국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과 같은 공적이

익을 중시하여 경제적보상과 같은 외재적인 보상보다는 공

직가치를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봉사동기

가 높으면 민간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

다.

공공봉사동기의 구성요인은 합리적 차원의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규범적 차원의 공익에 대한 몰입, 감성적 차원

의 동정심과 자기희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정책 호감

도는 개인이 공직에 입직하려는 동기로서 정부의 좋은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참여는 개인 만족

과 관련이 있다. 공익몰입은 공공서비스의 규범적 형태에 

대해 개인을 적용시키려는 행동이며, 이러한 공익몰입을 가

능하게 하는 동기가 동정심과 자기희생과 관련이 있다 동정

심은 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

고자 하는 동기이며. 자기희생은 개인의 성취보다 사회에 

대한 공헌을 중요시하고 그에 따르는 손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동기(Lee, 2019)이다.

2.3 선행연구 

1) 교육만족도

경찰교육훈련에 관한 선행연구는 외국경찰의 교육훈련과정을 

비교분석하는 비교법적고찰 관점에서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현행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

로 구분할 수 있다.

Yu(2004)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외국의 경찰교육제도와 

우리교육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현장실습위주의 교육과 교육

생의 신분보장 강화 및 교육생의 사기진작의 필요성을 주장

하고 있다.

Kim and Lee(2018)은 해양경찰 신임순경 교육훈련의 효과

성 제고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기본소양 및 선

박운용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기간은 줄이고 현장 직무

교육을 강화하며,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인 선발과 관리필요성,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과 개선·보완, 교육훈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

기적인 현업적용도 조사 등 조직의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함

을 제시하고 있다.

Kim(2015)은 해양경찰의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기간은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교육환경과 

교수의 자질은 만족에 영향요인으로 인정되어 지속적인 환

경과 높은 자질을 가진 수요원의 선발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Yoon and Lee(2016)은 개인적 특성과 교육환경 요인이 교

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훈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의 학습풍토를 개선하여 상사와 동료들 

간의 교육에 대한 교류를 높일 수 있는 지원, 강사와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 수업에 대한 실무

자와 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교육훈련 개선 및 수정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가 외재적 요인과 교육만족도

를 중심으로 연구가 행하여 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내재

적 요인과 교육만족도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필

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공공봉사동기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연구는 공공봉사동기의 개념 정립

과 측정척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Kim(2014)와 공공봉사동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와 공공봉사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Yu, 2019). 

공공봉사동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성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연구(Lee, 2014) 

가 있으며, 공공봉사동기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교육수준, 

종교활동. 가족사회화, 자원봉사가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Perry, 1996)와 조직환경, 문화업무특성, 역할

갈등과 같은 조직사회화가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Han, 2010)가 있다. 

Park et al.(2018)은 신임경찰관이 조직사회화 과정 이전에 

나타난 입직동기가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

훈련과정에서 권력적 작용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공공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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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발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인정되어 교육훈

련 교과목에 공공봉사동기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주장하고 있다.

Yoon and Jung(2016)은 집단문화와 위계문화 유형은 공공

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봉사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3. 연구 설계

3.1 설문대상 및 측정도구

설문대상은 해양경찰교육원을 수료한 신임 경찰교육생 

200명을 대상으로 수집․분석하였으며 신임경찰공무원이므

로 인구사회적인 특성을 배제하였다.

1) 공공봉사동기

경찰공무원은 국민과 국가 및 지역사회에 헌신적이고 자

기희생적 그리고 열정 등이 높아야 한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공공봉사동기의 측정도구는 Perry(1996)이 설계한 연구

를 중심을 Kim(2014)이 활용한 공공봉사동기의 설문을 참고

하여 신임해양경찰공무원과 경찰조직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은 공공정책

에 대한 호감도, 공익몰입, 자기희생. 동정심으로 구성하였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각 문항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활용하였다. 

2) 교육 만족

교육만족에 대해 접근방법은 크게 교육과정 중심을 통한 

교육방법 만족과 결과로서 파악하는 내용 중심적 만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두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훈

련 만족에 대해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인 결과와 과정을 중심

으로 Choi(2008)의 설문의 내용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설정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교육방법의 경우 강사의 강의, 

교재와 기자재와 관련된 내용이며, 교육내용의 경우 교육내

용의 질적 수준, 목표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2 가설 설정 

이 연구의 진행을 위해 독립변수는 공공봉사동기의 하위

변인인 공공정책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으로 종

속변수는 교육만족도와 교육만족도의 하위변인인 교육방법

만족도와 교육내용만족도로 설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

인 자기희생은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

인 자기희생은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육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

인 자기희생은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육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

인 공익몰입은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

인 공익몰입은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육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

인 공익몰입은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육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

인 공공정책 호감도는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

인 공공정책 호감도는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

육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

인 공공정책 호감는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육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

인 동정심은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

인 동정심은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육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

인 동정심은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육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분석 결과

4.1 조사 결과의 분석

각각의 독립변수와 그 하위변수의 유효성을 고려하여 신

뢰성을 향상시키고 각 변수들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변

수를 추출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문

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 요인적재치

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1은 이 연구의 요인

분석의 결과이다. 선행연구와 같이 이 연구에서도 공공봉사

동기는 공공정책 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으로 

구성되었고, 교육만족도 교육방법 만족과 교육내용만족으로 

구성되었다. Table 2는 요인분석을 통한 하위변인간 상관관

계분석의 경우 각 변인 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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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Factor
Variable 
name

Factor 
loading

Common-
ality

Eigen 
value

Distributed 
explanatory 

power

Reliability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alpha

Public 
Service 
Motiva-
tion

Self-
sacrifice

G24 .786 .671 3.106 22.188 .764 .817

G23 .767 .653 .774

G18 .753 .753 .783

G17 .715 .550 .787

G20 .692 .528 .797

commit-
ment to 
public

G3 .819 .514 1.984 14.169 .509 .703

G6 .808 .645 .595

G8 .678 .738 .468

Public 
policy

G12 .762 .682 1.934 13.816 .550 .619

G9 .744 .738 .366

G11 .617 .637 .609

sympathy G2 .706 .594 1.848 13.201 .618 .647

G13 .699 .659 .413

G16 .689 .509 .588

Educa-
tional 
satisfac-
tion

Educa-
tional 
Method 
Satisfac-
tion

S4 .842 .786 5.59 27.97 .894 .916

S8 .815 .726 .900

S3 .775 .718 .900

S7 .766 .653 .906

S10 .746 .722 .900

S5 .691 .603 .909

S6 .672 .600 .915

Educa-
tional 
Content 
Satisfac-
tion

S14 .866 .839 3.33 16.68 .863 .905

S13 .803 .826 .880

S12 .76 .811 .866

S11 .634 .768 .897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Aver-
age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s

1 2 3 4 5 6 7

Self-sacrifice 2.6021 .62736 1

Public policy 2.1965 .63133 .323** 1

commitment 
to public

2.6684 .69134 .199** .337** 1

sympathy 2.4807 .72774 .289** .365** .314** 1

Educational 
Method 
Satisfaction

2.4077 .71266 .332** .388** .145* .192** 1

Educational 
Content 
Satisfaction

2.6591 .74894 .329** .154* .080 .091 .642** 1

Educational 
Satisfaction

2.5358 .66621 .360** .287** .129 .164* .900** .912** 1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both sides)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both sides)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4.2 가설의 검증

1) 가설 1 검증

이 연구의 가설 1인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자기희생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를 검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t값은 5.148(p= .000)으로 통계

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하위

변인인 자기희생 인식이 높으면 교육만족도 높아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00에서 26.507의 수치

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130로서 13.0 %의 설

명력을 보이고 있다.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value
Signifi-
cance

statistic

Self- 
sacrifice

a constant .197 7.873 .000 R= .360

R2= .130

Modified R2= .125

F= 26.507

p= .000
Educational 
satisfaction

.074 .360 5.148 .000

Table 3. Self-sacrifice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Regression 

Analysis Sub-variable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Table 4는 가설 1-1인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자기희생은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육방법만족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이다. t값은 4.731(p= .000)

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즉,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

동기 하위변인인 자기희생이 높으면 교육방법만족도 높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00에서 

22.37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110으로

서 11.0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value
Signifi-
cance

statistic

Self- 
sacrifice

a constant .212 6.775 .000 R= .332

R2= .110

Modified R2= .105

F= 22.378

p= .000

Educational 
Method 

Satisfaction
.079 .332 4.731 .000

Table 4. Self-sacrifice and Public Satisfaction Lower Variable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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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는 가설 1-2인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자기희생은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육내용만족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이다. t값은 4.716(p= .000)

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즉,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

동기 하위변인인 자기희생이 높으면 교육내용만족도 높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00에서 

22.24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108으로

서 10.8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value
Signifi-
cance

statistic

Self- 
sacrifice

a constant .224 7.296 .000 R= .329

R2= .108

Modified R2= .103

F= 22.241

p= .000

Educational 
Content 

Satisfaction
.083 .329 4.716 .000

Table 5. Self-Sacrifice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Sub-variable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2) 가설 2 검증

이 연구의 가설 2인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공익몰입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를 검증한 결과 Table 6과 같이 t값은 1,742(p= .083)으로 통계

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3은 기각되었다. 즉,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공익몰입정도는 교육만족도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value
Signifi-
cance

statistic

Commit-
ment to 
public

a constant .196 11.266 .000 R= .129

R2= .017

Modified R2= .011

F= 3.033

p= .083

Educational 
satisfaction

.072 .129 1.742 .083

Table 6. Public Service Commitment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Regression Analysis

Table 7은 가설 2-1인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공익몰입은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육방법만족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이다. t값은 1.982(p= .049)

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즉,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

동기 하위변인인 공익몰입이 높으면 교육방법만족도 높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49에서 3.929

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021으로서 2.1 %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value
Signifi-
cance

statistic

Commit-
ment to 
public

a constant .261 11.173 .000 R= .145

R2= .021

Modified R2= .016

F= 3.929

p= .049

Educational 
Method 

Satisfaction
.076 .145 1.982 .049

Table 7. Public Service Motivation Sub-variable Public Interest 

Commitment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Sub-variable 

Educational Method Satisfaction Regression Analysis

Table 8은 가설 2-2인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공익몰입은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육내용만족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이다. t값은 1.095(p= .275)

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즉,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

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공익몰입은 교육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value
Signifi-
cance

statistic

Commit-
ment to 
public

a constant .217 10.959 .000 R= .080

R2= .006

Modified R2= .001

F= 1.198

p= .275

Educational 
Content 

Satisfaction
.079 .080 1.095 .275

Table 8. Public Service Motivation Subvariate Public Interest 

Commitment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Subvariate 

Educational Content Satisfaction Regression Analysis

3) 가설 3 검증

이 연구의 가설 3인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공공정책 호감도는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



김종길

- 754 -

이다’를 검증한 결과 Table 9와 같이 t값은 4.027(p=.009)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즉,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하

위변인인 공공정책 호감도가 높으면 교육만족도 높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6.21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083로서 8.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value
Signifi-
cance

statistic

Public 
policy

a constant .175 10.639 .000 R= .287

R2= .083

Modified R2= .078

F= 16.216

p= .000

Educational 
satisfaction

.077 .287 4.027 .000

Table 9.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Public Policy Favorability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Table 10은 가설 3-1인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

기 하위변인인 공공정책 호감도는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

육방법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이다. t값은 

5.696(p= .000)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즉, 신임해양경찰공무

원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공공정책 호감도가 높으면 

교육방법만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 .000에서 32.44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151으로서 15.1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value
Signifi-
cance

statistic

Public 
policy

a constant .176 8.194 .000 R= .388

R2= .151

Modified R2= .146

F= 32.445

p= .000

Educational
Method 

Satisfaction
.078 .388 5.696 .000

Table 10. Public Policy Motivation Lower Variable Public Policy 

Affinity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Subvariable 

Educational Method Satisfaction Regression Analysis

Table 11은 가설 3-2인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

기 하위변인인 공공정책 호감도는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

육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이다. t값은 

2.114(p= .036)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즉, 신임해양경찰공무

원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공공정책 호감도가 높으면 

교육내용만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 .036에서 4.46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024으로서 2.4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value
Signifi-
cance

statistic

Public 
policy

a constant .199 11.300 .000 R= .154

R2= .024

Modified R2= .018

F= 4.469

p= .036

Educational 
Content 

Satisfaction
.087 .154 2.114 .036

Table 11. Public Service Motivation Lower Variable Public Policy 

Affinity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Lower Variable 

Educational Content Satisfaction Regression Analysis

4) 가설 4 검증

이 연구의 가설 4인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동정심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Table 12와 같이 t값은 2.229(p= .027)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

택되었다. 즉,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

인인 동정심이 높으면 교육만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27에서 4.97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027로서 2.7 %의 설명력을 보이

고 있다.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value
Signifi-
cance

statistic

sympathy

a constant .172 12.609 .000 R= .164

R2= .027

Modified R2= .021

F= 4.970

p= .027

Educational 
Satisfaction

.067 .164 2.229 .027

Table 12. Regression Analysis of Sympathy and Educational 

Method Satisfaction

Table 13은 가설 4-1인‘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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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인인 동정심은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육방법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이다. t값은 2.642(p= .009)

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즉,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

동기 하위변인인 동정심이 높으면 교육방법만족도 높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009에서 6.97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037로서 3.7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value
Signifi-
cance

statistic

sympathy

a constant .182 10.705 .000 R= .192

R2= .037

Modified R2= .031

F= 6.979

p= .009

Educational 
Method 

Satisfaction
.071 .192 2.642 .009

Table 13. Sympathy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Subvariables in 

Public Service Motivation

Table 14는 가설 4-2인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

기 하위변인인 동정심은 교육만족 하위변인인 교육내용만족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이다. t값은 1.242(p= .216)

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기각되었다.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beta
t 

value
Signifi-
cance

statistic

sympathy

a constant .194 12.491 .000 R= .091

R2= .008

Modified R2= .003

F= 1.543

p= .216

Educational 
Content 

Satisfaction
.076 .091 1.242 .216

Table 14. Responsiveness analysis of sympathy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subvariate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5. 논의 및 정책적 제언 

세월호 사건이후 국민은 해양에서의 주권회복과 완벽한 

수색구조 및 해상치안임무를 해양경찰이 완벽하게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함양하는 자질향상이 필수

적이므로 해양경찰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침이 없으며 해양경찰의 교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임경찰공무원의 교육만족도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신임 해양 해양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공공

봉사동기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인 공공정책의 호감도는 교육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공공정책

의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증대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어 자존감이 강화되고 개인의 상위욕구가 충족되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Wang, 2018).

또한 자기희생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를 희생하여 시민을 안전

하게 보호하겠다는 고차원적인 의식은 교육만족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익에 대한 몰입이 

높으면 책임감과 정의로움에 대한 인식이 높아 교육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Kim, 2010).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동정심은 교육내용만족에 영향

요인은 기각되었는데 동정심은 다양한 사회적맥락에 대한 

감정적 반응 행태로 정책이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에 따른 

신념으로 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하는 동기인 Park 

et al. 2018) 정서적인 요인으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인

정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양경찰의 교육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환경적 요인, 경제적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Yoon 

and Lee, 2016; Kim, 2015; Kim, 2018) 공직임무수행에 필요한 

봉사정신, 희생정신과 같은 내재적인 요인이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로 조직의 인사관리에 중

요한 단서를 제공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에서는 외

재적인 요인보다는 내재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

와도 일치된다(Kim, 2014).

해양경찰은 육상경찰이나 다른 공직분야와 달리 해상이

라는 장소적인 위험성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보상보다 공공

봉사동기와 같은 공직 가치의 중요성이 보다 중요시되므로 

이를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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