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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기진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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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본 연구는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복지제도 및 사기진작의 영향과 더불어 사
기진작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갖고, “이들 변수들이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그 변수들 간 상대적
인 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통
계프로그램 SPSS 23.0을 활용,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고,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
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하위변수인 보수 및 처우 개선, 주거지원, 교육여건 
보장, 문화 및 복지인프라 등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복지는 유의미하지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매개변수인 사기진작도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여건 보장은 부분매개의 효과를, 보수 및 처우 개선과 문
화 및 복지인프라는 완전매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이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사기진작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여건 
보장, 가족복지, 문화 및 복지인프라, 주거지원, 보수 및 처우 개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이 향후 직업군인들
의 직무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수립 시 사기진작과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하위
변수들을 효과적인 관리수단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이들 변수들 간 영향력의 크기에 따
른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사기진작, 직무만족도

*** 주저자

***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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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직업군인은 군대를 유지하고 전투력을 창출해 내는 국방의 근간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

는 안보상황과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군의 직업군인은 병사들

을 훈련시키고, 관리하고, 부대 전투력 창출의 근간을 이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복지정책은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써 전투력 유지

의 핵심 변수이다(국방부, 2009가). 직업군인의 복지정책은 창군 이후 한국전쟁과 월남파병

의 영향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가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에 우수인원을 유입하기 위하

여 직업군인과 전･사상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원호와 복지를 확대하면서 군 복지제도의 기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성률, 2008). 이후 단편적,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군인복지제

도는 체계적인 군인복지제도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2007년 12월 군인복지기본법을 제정하

고 군인복지기본정책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5년 단위로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김용궁･김정은, 

2016).

육군의 사기와 직무만족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는 매년 연례적으로 사단 이하 제대의 군 장병 및 지휘관을 대상으로 사기에 대한 조사연구

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 연구결과를 보면 직업군인의 사기는 90.1%, 직무만족도는 

87.9%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방부 내부자료, 2018).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사기의 하위요인에 대한 설문결과를 종합 분석한 총량적인 평가로서, 사기와 직무만

족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조정현, 2014). 

특히, 직업군인의 사기는 군 전체의 사기와 직결되므로 그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기가 진작된 군인은 군 복무에 적

극적으로 임하며, 탁월한 임무수행을 통해 직무만족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복지제도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기진작을 매개변수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와 직무만족도 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더불어 

사기진작의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에 대해 수혜자 입장에서 느끼는 직

무만족도와 사기진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사기진작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업군인 복

지제도의 영향과 더불어 사기진작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갖고 “이들 변수들이 직업군인들의 

직무만족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그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기진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53

다. 이를 위해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표본자료를 분석하여, 정책결정

자들이 향후 정책수립 시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하위변수들 간 우선순위를 반영한 제도의 발

전과 개혁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사기진작을 효과적인 조직관리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학문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개념 간 인과적 관계

1. 문헌검토 및 변수 간 인과적 관계

1) 직업군인 복지제도

군인복지란 군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통해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군 조직 구성원 및 그 가족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 급여 및 시설, 서비스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국방부, 

2009가). 본 연구에서는 국방부(2009나)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로 일반국민들과 비교가 불

가한 의료보장 영역과 직업군인에 해당하지 않는 병사복지 영역, 그리고 전역이 임박한 직업

군인에게 해당되는 전직 및 연금지원 영역을 제외하고 보수 및 처우 개선, 주거지원, 교육여

건 보장, 가족복지, 문화 및 복지인프라를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 보수 및 처우 개선

보수 및 처우 개선은 다양한 계급, 임무, 근무환경, 정년제도 등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봉

급 및 수당을 개선하는 영역이다(국방부, 2009가). 군인의 보수는 1983년 군인보수법 시행령

이 폐지되고 공무원 보수체계와 통합, 연동되는 체계로 바뀌면서 공무원 보수체계와 통합관

리 되고 있다. 2012년부터 중대 이하 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에 대한 장려수당 가산금

과 수의장교의 장려수당 인상, 중령급의 직책별 특정업무비 확대 지급, 대대 이하 근무자의 

당직근무비를 지급하고 있다(국방부, 2012가).

(2)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국방부(2007, 군인복지기본법)에 의거 노후하고 협소한 관사와 독신자 숙소를 

개선하고, 직업군인들의 자가 보유율을 높이기 위한 영역이다(국방부, 2009가). 군인 주거지

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군인복지기본법에 마련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관사를 지속적으로 개

선하였다. 독신자 숙소는 예산투자의 우선권을 보장하여 1인 1실 개념으로 전환하고(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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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자체 편의시설을 마련하였다(한국국정일보, 2016. 6. 21).

(3) 교육여건 보장

교육여건 보장은 직업군인의 자기계발교육과 군인자녀들의 교육여건을 보장하는 영역이

다. 원활한 군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군 직무수행을 위해 교육여건 보장에 대한 적

극적인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군 간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국고로 

50%를 지원하고 있는 능력개발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향후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일정기간 이상 복무한 후 신지식･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무연수

과정 프로그램을 도입, 사회 및 공공기관의 관련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쿠폰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국방부, 2009나).

또한, 직업군인의 잦은 보직이동과 격오지 근무의 특성상 군인자녀들의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군인 부모의 잦은 이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군인 

자녀 정원 외 전･편입학 지원, 드림클래스 방학캠프 등 학업증진 프로그램 참가, 군인자녀 

기숙사 설치, 장학금 지원, 대학입시정보 제공 및 특별입학 지원, 대학학자금 무이자 지원 등

을 시행하고 있다(국방부, 2016).

(4) 가족복지

가족복지는 군의 사기를 유지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요

소로서, 직장과 가정, 업무와 여가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이고, 공동체 건설

적인 군인가족의 복지영역이다(국방부, 2009가). 2008년 10월 보건복지부와 군인가족에 대

한 전문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의 지역 가정지원센

터와 관할 부대를 연결하여 군인가족에 대한 문화,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군인가

족 행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양육 지원, 아동･청소년프로그램 지원, 문

화 활동 지원, 영외 매점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국방부, 2012가).

(5) 문화 및 복지인프라

문화 및 복지인프라는 군인 및 그 가족에게 복무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시설 

확충과 휴양, 여가 및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의 노후, 낙후한 복지시설을 개선하

는 영역이다(국방부, 2009가). 비상대기 근무가 많은 군인의 복무특성과 대부분의 부대가 도

서, 산간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국방부, 2016). 

군인들이 강한 체력을 연마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악천후에도 항시 이용 가

능한 병영 실내체육관을 구비하고,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군인이나 군인가족들에게 삶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확충과 휴양, 여가 및 문화향유

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의 노후, 낙후한 휴양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국방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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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진작

사기진작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용어로써, 의욕

과 같은 무형적 개념으로 학자들 간에 연구대상과 연구목적 등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

고 있다.

사회심리학자인 Leighton(1947)은 사기진작을 한 조직 내 구성원들이 동일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구성원 상호간의 높은 응집력이라고 정의하였다(안광수, 2002). 이러한 견해는 사기

진작을 집단현상으로 파악하고 집단정신, 응집력 등에 주안을 둔 주장이다. 

White(1955)는 사기진작을 자신이 선택한 직무분야에 있어서의 업적, 수행결과에 대한 만

족감 때문에 자기 직무분야에 자기 스스로 전력을 경주하려는 정신상태라고 정의하였다(김

대희, 2003). 이러한 견해는 사기를 개인의 욕구만족, 즉 개인의 심리적 현상으로 파악한 주

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적인 견해는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부

족함이 있고, 사기진작을 개인현상으로 파악하는 학자들도 일부 집단적 상황을 언급하고 있

으며, 집단적 현상으로 보는 학자들 또한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두 견해를 통합하는 견해로서 Yoder(1968)는 사기진작이란 통합의 태도, 정서, 

감정의 집합체임과 동시에 집단내의 융합적인 감정을 토대로 어느 목적에 매진하는 적극적

이고 의욕적인 행동을 자아내는 독특한 정신상태 및 집단의 자율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장

주은, 2009). 또한, Tiffin & McCormick(1974)은 사기진작을 개인의 욕구충족 수준정도와 개

인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집단정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봉영, 2004). 

미국 육군부(2006)에서는 사기는 인간적인 차원에 있어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써 사람들이 그들 자신, 팀, 그리고 리더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높은 사기는 훌륭한 리더십, 공유하는 노력과 상호간의 신뢰성, 충성심과 같은 

공통가치, 육군이 장병들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념에서 우러나오며,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팀의 응집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2012나)에서는 사기는 군 복무에 대한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자진하여 어려

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군에서의 사기진작의 개념을 부대의 목표와 

임무, 조직의 특성, 그리고 상하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립되어야 하며, 개인이나 집단이 소속

된 조직에 자긍심을 느끼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

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려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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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mith 

(1955)는 직무만족도를 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감성적 반응의 정도로 

정의하였다(김지현, 2018). Locke(1976)는 직무만족도를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평가결과에

서 발생하는 유쾌함이나 긍정적인 심리상태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신황용, 2012). 

장정순 외(2015)는 직무만족도를 직무에 대한 단일차원의 전반적 만족으로 간주하며, 자

신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정서적 반응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는 직무만족도를 직무활동 자체에서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반응인 내재적 만족에 국한

시키려는 주장이다.

한편, Porter & Steers(1974)는 직무만족도를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으로 구분하고, 내

재적 만족은 직무 그 자체에 대한 개인의 감정, 신념, 성취감 등의 심리적 상태에서 오는 만

족감을 의미하며, 외재적 만족은 급여, 복리후생 등 직무수행 과정에 부여되는 보상가치에 

대한 만족이라고 하였다(김미정, 2016). 

박경아(2009)는 직무만족도를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에 대한 태도로서 업무와 조직에 대한 

평가에 반영된 애정적 반응 또는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의 내재적, 외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된 반응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직무만

족도는 직무환경, 즉 외재적 변수(임금수준, 직무안정도, 근무여건, 상급자 및 동료와의 관

계, 조직 등)와 내재적 변수(직무자체, 성취감, 도전욕구, 인정, 책임감)가 중요한 변수이며 구

성원 개인의 욕구충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윤지웅 외(2012)는 직무만족도가 형성되는 과정은 직무자체만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여

러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조철규(2017)는 직무만족

도는 직무와 관련한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상황을 포함해 복잡한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직

무만족도의 영향요인은 개인적 특성 요인, 직무 내재적 요인과 직무 외재적 요인 등이라고 하

였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직무만족도를 직무자체에서 느끼는 내재적 만족뿐만 아니라, 직무

환경 즉 외재적 변수에 의한 외재적 만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만족의 정도라는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의 개념을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직무활동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정서적인 반응상태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단일차원의 전반적 만족으로 한정

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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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간 인과적 관계 및 가설 설정

1)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와 사기진작의 관계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와 사기진작의 관련법과 기본계획으로는 국방부(2007, 2009가, 2009

나, 2012나), 미국 육군부(2006), 대한민국 육군본부(2011) 등과 선행연구로는 한국국방연구

원(2011), 이성률(2008), 조흥식(2010), 김인수(2012), 김용궁 외(2016)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

들은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국방부(2007, 2009가, 2009나)에서는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군인들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군인의 사기를 드높여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미국 육군부(2006)에서도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성률(2008)은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중 가장 큰 

관심요소는 주거, 자녀교육, 전직 및 연금지원에 대한 복지이며,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사

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흥식(2010)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처우개선과 생활보장, 전직 및 연금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여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인수(2012)는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작성방향｣연구에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사

기를 진작시킨다고 하였고, 김용궁 외(2016)는 해군･해병대 간부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

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사기진

작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1).

<가설 1> 직업군인의 복지제도는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보수 및 처우 개선은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주거지원은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교육여건 보장은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가족복지는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문화 및 복지인프라는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와 직무만족도의 관계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와 직무만족도의 관련법과 기본계획으로는 국방부(2007, 2009가, 

1)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2011)에서는 사기진작의 영향요인으로 복지제도, 병영 활동, 군대예절과 

군기, 리더십, 교육훈련의 질, 의사소통, 보급 및 정비 등이 사기의 영향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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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 와 선행연구로는 Porter & Steers(1974; 김미정, 2016), 박경아(2009), 김용궁 외

(2016)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들은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주

장하였다.

국방부(2009가, 2009나)에서는 복지수준의 향상은 안정적인 군 직무수행 여건을 만들어 

간다고 하여 직업군인의 복지제도는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Porter & Steers(1974; 김미정 외, 2016)는 직무만족도를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으

로 구분하고, 외재적 만족은 급여, 복지후생 등 직무수행과정을 통해 부여되는 보상가치 즉 

복지제도를 통한 직무만족을 의미하므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경아(2009)는 직무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외재적변수인 임금수준, 직무안정도, 근무여건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

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용궁 외(2016)는 직업군인의 계층별 욕구에 적합한 

복지제도를 추진하면 직무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직업군인의 복지

제도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만족

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2).

<가설 2> 직업군인의 복지제도는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보수 및 처우 개선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주거지원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교육여건 보장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가족복지는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문화 및 복지인프라는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기진작 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사기진작과 직무만족도의 관련법과 기본계획으로는 국방부(2009가, 2009나, 2012나)와 선

행연구로는 Yoder(1968; 장주은, 2009)). 김인수(2012), 김용궁 외(2016), 하상구(2017)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들은 사기진작이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국방부(2009가, 2009나, 2012나)에서는 사기가 진작된 군인은 군 복무에 적극적으로 임하

며, 탁월한 임무수행을 하게 된다고 정의하여, 사기진작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조철규(2017)는 직무만족도 향상에 있어서 금전적복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의사소통, 자율성, 복무

기간, 직책, 과업 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고, 박경아(2009)도 복지제도 외에 직무안정도, 상

급자 및 동료와의 관계, 조직, 직무자체, 성취감, 도전욕구, 인정, 책임감 등이 주요 변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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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der(1968; 장주은, 2009)는 사기진작을 어느 목적에 매진하려는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독특한 정신상태와 집단의 높은 자율성이라고 주장하여 사기진작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인수(2012)는 ｢제2차 군인복지

기본계획 작성방향｣연구에서 사기가 높아지면 직무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사기진작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용궁 외(2016)도 해군･해병대 간부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직업군인의 사기진작

은 직무만족도를 극대화 시킨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사기진작이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상구(2017)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경

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여 사기진작이 직

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기진작이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사기진작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모형 및 변수의 측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사기진작, 그리고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및 개념 간 인과적 관계를 토대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사기진작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사기진작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대해 직업군인의 복

지제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사기진작을 매개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인 직업군인의 복지제

도가 매개변수인 사기진작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매

개변수인 사기진작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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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주) H: Hypothesis(가설), (+): 정적인 영향

한편, 본 연구에서 경로모형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추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전제조건을 

설정하였다. 즉 경로모형은 인과적 폐쇄성을 갖고 있고, 변수들 관계가 단일방향의 비대칭적

인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경로모형 내에서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는 선형이

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직무만족도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대한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주영미 외(2014), 장정순 외(2015), 

김미정 외(2016) 등이 사용한 측정항목을 재구성 하여 활용하였다. 즉 ① 현재의 업무 자체에 

대한 만족 정도, ②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중요성 정도, ③ 현재의 직무에 대한 보람과 

애착 정도, ④ 현재의 직무에 대한 나의 발전 가능성 정도, ⑤ 내가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한 전

반적인 직무만족 정도 등 총 5개의 설문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2)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독립변수인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에 대한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국방부(2007, 2009가, 

2009나, 2012가, 2014, 2016)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측정항목을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1) 보수 및 처우 개선 영역에 대한 측정을 위해 ① 현재의 보수에 대한 만족 정도, ②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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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기복무자 처우와 위상 반영 정도, ③ 직책 및 임무의 난이도에 따른 수당 책정기준 만족 

정도, ④ 필수기본경비 확대 지급에 따른 만족 정도, ⑤ 현재의 경제적 생활수준의 안정 정도 

등 총 5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2) 주거지원 영역에 대한 측정을 위해 ① 노후･협소한 관사의 개선에 대한 만족 정도, ② 

권역별 통합관사 조성으로 생활 편리함 정도, ③ 독신자 숙소가 개선되어 생활 만족 정도, ④ 

내 집 마련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 정도, ⑤ 지역별 시세를 반영한 민간주택 전세금 지원

제도 적절함 정도 등 총 5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 교육여건 보장 영역에 대한 측정을 위해 ① 자기계발을 위한 능력개발교육 지원 만족 

정도, ② 신지식･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무연수과정 만족 정도, ③ 별거중인 자녀를 위한 

기숙사 지원 만족 정도, ③ 대학생 자녀 무이자 학비 보조수당 대출 만족 정도, ④ 군인자녀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 만족 정도 등 총 5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4) 가족복지 영역에 대한 측정을 위해 ① 군인가족을 위한 일자리 지원 만족 정도, ② 가족

들의 생활에 대한 지역별 가족지원센터 도움 정도, ③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 육아나눔

터의 자녀양육 도움 정도, ④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도, ⑤ 

가족을 위한 스포츠, 여가활용 인프라 구축 정도 등 5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5) 문화 및 복지인프라 영역에 대한 측정을 위해 ① 군부대 내 전천후 실내체육시설 건립 

정도, ② 군 휴양시설 및 민간업체와 협약 콘도시설 이용 정도, ③ 군 휴양시설의 시설개선에 

대한 만족 정도, ④ 아파트 단지 내 통합복지시설 이용 편리성 정도, ⑤ 아파트 단지 내 군 매

점이용 편리성 정도 등 총 5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 사기진작

매개변수인 사기진작에 대한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최광현(2005), 한국국방연구원(2011) 

등이 사용한 측정항목을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즉 ① 군 생활에 대한 보람과 긍지 정도, ② 

전투력과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자기신뢰 정도, ③ 전우들 간 팀워크, 친밀감, 위험이나 역경

에 대한 공동 부담 정도, ④ 지휘방식의 수용 및 지휘관을 믿고 따르는 정도, ⑤ 군 복무에 대

한 긍지 정도 등 총 5개의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

로는 성별, 학력, 계급, 복무기간, 근무제대, 결혼여부, 자녀 수, 현 거주지 등의 변수로 구성

하였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측정문항 수 및 출처는 <표 1>과 같다. 이상의 직무만족도, 직업

군인의 복지제도, 사기진작 등 각 변수의 설문문항들은 Likert의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를 활용한 총화평정법을 활용하였다. 추후 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각각의 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적 통제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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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측정문항 수 및 출처

구분 측정변수 측정문항 수 출처

독립변수

보수 및 처우 개선 5

국방부(2007, 2009가, 2009나, 2012가, 2014, 2016)

주거지원 5

교육여건 보장 5

가족복지 5

문화 및 복지인프라 5

매개변수 사기진작 5 최광현(2005), 한국국방연구원(2011)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5 주영미 외(2014), 장정순 외(2015), 김미정 외(2016)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8
성별, 학력, 계급, 복무기간, 근무제대, 결혼여부, 
자녀 수, 현 거주지

계 43

3.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육군 소속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비확률표

집방법의 하나인 임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경기도 용인, 안양, 고양, 파주시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0개 부대에 근무하는 중사부터 대령까지 360명(남군 266명, 여군 94명)을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2주 간 

실시하였고, 자료수집방법은 배포조사법에 따라 연구자와 조사원들이 직접 연구취지를 설

명하고 설문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이루어졌다. 그리고 배포된 설문지 360부 중에서 응답 내

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한 3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357부의 설문지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3.0을 활용, 타당도 및 신

뢰도분석, 그리고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ɑ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의 회전방식은 직각회전의 하나인 베리맥

스(Varimax)회전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적재량의 값은 0.50 이상을 기준으로 하

였으며, Cronbach’s ɑ 값은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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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와 사기진작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와 사기진작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군인 복지

제도의 하위변수들 측정항목들이 단일차원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 값

도 0.520부터 0.826사이로 대부분이 0.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분

석의 결과로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하위변수 각각의 변수에 대한 측정문항들의 정확성에 문

제가 없음이 확인･검증되었다. 

<표 2>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와 사기진작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주) KMO(Kaiser-Meyer-Olkin): 0.859, Bartlett 검증 유의확률: .000

구분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아이겐 값 Cronbach’ɑ 

직업군인
복지제도

보수 및 처우개선

1 0.820

3.489 .747
2 0.805

3 0.522

5 0.622

주거지원

1 0.826

3.072 .754
2 0.814

4 0.520

5 0.542

교육여건 보장

1 0.555

2.941 .804

2 0.559

3 0.706

4 0.767

5 0.701

가족복지

1 0.699

2.506 .841
2 0.706

4 0.753

5 0.739

문화 및 복지인프라

2 0.661

2.265 .705
3 0.670

4 0.696

5 0.647

매개변수 사기진작

1 0.666

2.178 .882

2 0.824

3 0.835

4 0.838

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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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ɑ 값은 보수 및 처우 개선 0.747, 주거지원 0.754, 교육

여건 보장 0.804, 가족복지 0.841, 문화 및 복지인프라 0.705로서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즉 내적일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개변수인 사기진작의 측정문항들도 단일차원적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 값이 1번 문항 값 0.666을 제외하고 4개의 문항 값이 0.824부터 0.856까지 모두 0.8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측정문항들의 정확성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준 것이며,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ɑ 값도 0.882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

도에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2) 직무만족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직무만족도

의 측정문항들도 단일차원적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 값이 0.778부터 0.906

까지 모두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측정문항들의 정확성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준 것이

며,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ɑ 값도 0.91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인 측정모형내의 변수

들은 전반적으로 타당도 및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된다.

<표 3> 직무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아이겐 값 Cronbach’ɑ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1 0.848

3.743 .916

2 0.778

3 0.906

4 0.888

5 0.900

주) KMO(Kaiser-Meyer-Olkin): 0.860, Bartlett 검증 유의확률: .000

2. 표본자료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1) 응답자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속성별 빈도분석 결과

본 연구에 있어서 육군 소속 직업군인들의 응답자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속성별 빈도

분석 결과를 보면 <표 4>와 같다. 

첫째,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265명(74.2%), 여성이 92명(25.8%)으로 여성보다 남

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수준별 분포는 대졸이 213명(59.7%)으로 가장 많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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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학원 졸 이상이 116명(32.5%), 고졸 이하가 28명(7.8%)으로 각각 나타났다. 셋째, 계급

별 분포는 영관장교가 135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이 133명(37.3%), 준사관 및 위

관장교 89명(24.9%)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복무기간별 분포로는 10-20년, 21-30년이 각

각 129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미만이 76명(21.3%), 31년 이상이 23명(6.4%)의 순으

로 나타났다. 다섯째, 근무제대별 분포는 야전군사령부/직할부대 96명(26.9%), 연대 이하 91

명(25.5%), 군단사령부/직할부대 89명(24.9%)으로 거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단사령

부/직할부대가 81명(22.7%)으로 다소 적었다. 여섯째, 혼인 여부는 기혼자가 304명(85.2%)으

로 대부분이 기혼자였으며, 미혼자는 53명(14.8%)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자녀수는 2명이 

151명(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이 76명(25.0%), 3명이 44명(14.5%), 무자녀가 30명

(9.9%), 4명 이상이 3명(1.0%)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근무지역별 분포는 중･도시 지역이 230

명(64.4%)으로 많았고, 읍･면 이하 지역이 127명(3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응답자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속성별 빈도분석 결과 (n: 357)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65 74.2

근무
제대

연대 이하 91 25.5

사단/직할부대 81 22.7여자 92 25.8

군단/직할부대 89 24.9

학력수준

고졸 이하 28 7.8

야전군/직할부대 96 26.9전문대･대졸 213 59.7

대학원졸 이상 116 32.5 혼인
여부

미혼 53 14.8

계급

부사관 133 37.3 기혼 304 85.2

자녀 수

0 명 30  9.9
준사관･위관장교 89 24.9

1 명 76 25.0

영관장교 135 37.8 2 명 151 49.7

3 명 44 14.5

복무기간

10년 미만 76 21.3

4 명 이상 3  1.010-20년 129 36.1

현 
거주지

중･소도시 230 64.421-30년 129 36.1

읍･면 이하 127 35.631년 이상 23  6.4

2)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한 각 변수별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직업군

인 복지제도의 하위변수인 보수 및 처우 개선의 평균값은 3.177(표준편차: 0.540), 주거지원 

3.167(표준편차: 0.570), 교육여건 보장 3.278(표준편차: 0.548), 가족복지 2.761(표준편차: 

0.588), 문화 및 복지인프라 3.223(표준편차: 0.613)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



66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4호

지 구성 척도가 5점 척도임을 고려하면, 육군 소속 직업군인들의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하위

변수들의 평균값이 ‘보통’ 점수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족복지는 2.761로 상

대적으로‘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사기진작의 평균값은 4.220(표준편차: 0.484)으로 나타났고,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의 평균값은 4.289(표준편차: 0.532)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서 

직업군인들의 사기진작과 직무만족도는 복지제도 하위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된다.

한편 이들 변수들의 평균값 순위는 직무만족도가 4.289(표준편차: 0.5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기진작 4.220(표준편차: 0.484), 그리고 교육여건 보장 3.278(표준편차: 0.548), 문화 

및 복지인프라 3.223(표준편차: 0.613), 보수 및 처우 개선 3.177(표준편차: 0.540), 주거지원 

3.167(표준편차: 0.570), 가족복지 2.761(표준편차: 0.588)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변수들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

구분
보수 및 

처우 개선
주거지원

교육여건 
보장

가족복지
문화 및 

복지인프라
사기진작 직무만족도

평균 3.177 3.167 3.278 2.761 3.223 4.220 4.289

표준편차 0.540 0.570 0.548 0.588 0.613 0.484 0.532

3) 변수들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사기진작, 직무만족도 등 변수들 간 Pearson의 적률상

관관계는 <표 6>과 같다. 두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p<.01에서 가족복지와 직무만족

도의 상관계수 0.078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 및 처우 개선의 경우, 주거지

원과는 0.399, 교육여건 보장과는 0.397, 가족복지와는 0.447, 문화 및 복지인프라와는 

0.301, 사기진작과는 0.241, 직무만족도와는 0.117로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주

거지원의 경우, 교육여건 보장과는 0.520, 가족복지와는 0.488, 문화 및 복지인프라와는 

0.408, 사기진작과는 0.225, 직무만족도와는 0.189로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교

육여건 보장의 경우, 가족복지와는 0.572, 문화 및 복지인프라와는 0.469, 사기진작과는 

0.321, 직무만족도와는 0.228로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가족복지의 경우, 문화 

및 복지인프라와는 0.420, 사기진작과는 0.163으로 각각 정(+)의 관계를 나타났으며, 문화 및 

복지인프라의 경우 사기진작과는 0.313, 직무만족도와는 0.152로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사기진작의 경우에는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계수가 0.746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큰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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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결과, 직업군인들의 사기진작과 직무만족도는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로 나타

났으나,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와 사기진작 및 직무만족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관

관계는 낮거나 거의 무시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 각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
보수 및

처우 개선
주거지원

교육여건
보장

가족복지
문화 및

복지인프라
사기
진작

직무
만족도

보수 및 처우 개선  1      

주거지원 0.399** 1

교육여건 보장 0.397** 0.520** 1

가족복지 0.447** 0.488** 0.572** 1

문화 및 복지인프라 0.301** 0.408** 0.469** 0.420** 1

사기진작 0.241** 0.225** 0.321** 0.163** 0.313** 1

직무만족도 0.117** 0.189** 0.228** 0.078 0.152** 0.746** 1

주) **p<.01

끝으로 본 연구모형에 있어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

수를 분석한 결과,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하위변수인 보수 및 처우 개선, 주거지원, 교육여건 

보장, 가족복지, 문화 및 복지인프라 등과 매개변수인 사기진작,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 간 

상관계수가 모두 0.8 이하이므로, 기준조건에 부합하는 수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간주하였다. 박겸수(2017)는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

험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배병렬, 2002; 신황용 외, 2012; 남주성, 2016 재인용). 

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기진작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다중회귀검증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모형 1)

에서 매개변수인 사기진작에 대하여 독립변수인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2단

계(모형 2)에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대하여 매개변수인 사기진작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영향을 분석하며, 3단계(모형 3)에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도에 대하여 독립변수인 직업군인 복지제도와 매개변수인 사기진작을 동시에 투입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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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진작에 대한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사기진작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1단계의 검증을 위

한 모형 1의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사기진작에 대한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회귀분석 결

과, 예측방정식 모형 전체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F값=12.975, 

p<.001). 그리고 사기진작에 대한 직업군인 복지제도는 전체 변량의 약 15.6%를 설명

(R²=.15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기진작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해보

면, <가설 1-1> 보수 및 처우개선(t=2.331, p=.020), <가설 1-3> 교육여건 보장(t=3.476, 

p=.001), <가설 1-5> 문화 및 복지인프라(t=3.582, p=.000) 등은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 되었다. 반면에 <가설 1-2> 주거지

원은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β=.031)을 미치고 있으나 t=.059, p=.611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러나 <가설 1-4> 가족복지(t=-1.993, p=.047)는 사기진

작에 유의미하지만, 부(-)적 영향(β=-.12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따라서 모형 

1은 <가설 1-2>, <가설 1-4>를 기각하고, <가설 1-1>, <가설 1-3>, <가설 1-5>가 채택되었다. 

<표 7> 사기진작에 대한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기진작

β t 유의확률

직업군인
복지제도

보수 및 처우 개선 .133 2.331 .020*

주거지원 .031 .509 .611

교육여건 보장 .229 3.476 .001**

가족복지 -.129 -1.993 .047*

문화 및 복지인프라 .207 3.582 .000***

F 12.975 ***

R2 .156

수정된 R2 .144

주) *p<0.05, **p<0.01, ***p<0.001

2)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2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2단

계의 검증을 위한 모형 2의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업군인 복지제

도의 회귀분석 결과, 예측방정식 모형 전체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

었다(F값=5.279, p<.001).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업군인 복지제도는 전체 변량의 약 

7%를 설명(R²=.07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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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가설 2-2> 주거지원(t=1.692, p=.091), <가설 2-3> 교육여건 보장(t=2.999, p=.003)

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 되었다. 

<가설 2-1> 보수 및 처우개선((t=.550, p=.583)과 <가설 2-5> 문화 및 복지인프라((t=.929, 

p=.353)는 직무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기각되

었다. <가설 2-4> 가족복지(t=-1.947, p=.052)는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하지만, 부(-)적 영향(β

=-.13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따라서 모형2는 <가설 2-1>, <가설 2-4>, <가설 

2-5>를 기각하고, <가설 2-2>, 가설< 2-3>이 채택되었다.

<표 8>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2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무만족도

β t 유의확률

직업군인
복지제도

보수 및 처우 개선 .033 .550 .583 

주거지원 .109 1.692 .091*

교육여건 보장 .207 2.999 .003**

가족복지 -.132 -.1.947 .052*

문화 및 복지인프라 .056 .929 .353

F 5.279***

R2 .070

수정된 R2 .057

주) *p<0.1, **p<0.05, ***p<0.001.

3)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업군인 복지제도와 사기진작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3

3단계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업군인 복지제도와 사기진작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 3의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직무만족도에 대

한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변수들과 더불어 사기진작의 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전

체의 예측방정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F값=78.155, p<.001). 그런데 직

무만족도에 대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의 하위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가설 2-2> 주거지

원(t=1.941 p=.053)과 사기진작(t=20.289, p=.000)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와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그러나 <가설 

2-1> 보수 및 처우개선(t=-1.701, p=.090)과 <가설 2-5> 문화 및 복지인프라(t=-2.466, p=.014)

등은 유의미하지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설 2-3> 교육여건 보장 

(t=.643, p=.520)과 <가설 2-4> 가족복지(t=-.705 p=.48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기각

되었다. 따라서 모형 1 및 모형 2와 함께 3단계의 모형 3도 채택되었다. 

끝으로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와 사기진작은 전체 변량의 약 57.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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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R²=.573)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비교적 높은 인과관계를 유지하고, 이는 직무만족

도에 대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의 설명력 7%(R²=.070, <표 8> 참조)에 사기진작의 매개효과

에 의하여 약 50.3%(R²=.503) 정도의 비교적 높은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사기진작의 매개효과의 중요함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9>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와 사기진작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3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무만족도

β t 유의확률

직업군인
복지제도

보수 및 처우 개선 -.069 -1.701 .090*

주거지원 .085 1.941 .053*

교육여건 보장 .031 .643 .520

가족복지 -.033 -.705 .481

문화 및 복지인프라 -.103 -2.466 .014**

사기진작 .772 20.289 .000***

F 78.155***

R2 .573

수정된 R2 .565

주) *p<0.1, **p<0.05, ***p<0.001

4) 사기진작의 매개효과 분석

모형 3과 모형 2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크기, 즉 직무만족도의 변수

에 대한 직업군인 복지제도 하위변수들의 영향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해 보면, 보수 및 처우 

개선은 모형 2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 β값이 .033이었으나 모형 3에서는 -.069로 증가하였

고, 문화 및 복지인프라도 모형 2에서 β값이 .056이었으나 모형 3에서는 -.103으로 영향력이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거지원은 모형 2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 β값이 .109였으나 모형 

3에서는 .085로 감소하였고, 교육여건 보장도 모형 2에서 β값이 .207이었으나 모형 3에서는 

.031로, 가족복지도 모형 2에서 β값이 -.132였으나 모형 3에서는 -.033으로 각각 감소하였

다. 이는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에 관한 규정,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는 회귀 값을 비교할 때, 3단계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2단계 회귀

방정식의 회귀계수 값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정을 부분적으로 충족시킨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족복지는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사기진작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주거지원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사기진작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매개효과가 없으며, 교육여건 보장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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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의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보수 및 처우 개선과 문화 및 복지인프라는 직

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사기진작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직무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매개의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다.

5) 가설검증 결과의 종합

본 연구는 육군 소속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하위

변수들의 영향과 더불어 사기진작의 매개변수로서의 효과분석에 관심을 갖고 이들 변수들

이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적 인과관계 및 가정을 기초로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업군인 복지

제도의 하위변수들과 사기진작의 영향에 관하여 검증 및 채택된 <가설 1>, <가설 2>, <가설 

3>에서의 각 변수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이 제시

되며,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표 10> 가설검증 분석결과

구분 가설
효과 가설

채택
여부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가설 1

1-1 보수 및 처우 개선 → 사기진작 - .103 - 채택
1-3 교육여건 보장 → 사기진작 - .177 - 채택
1-4 가족복지 → 사기진작 - -.100 - 기각
1-5 문화 및 복지인프라 → 사기진작 - .160 - 채택

가설 2
2-2 주거지원 → 직무만족도 .109 - - 채택
2-3 교육여건 보장 → 직무만족도 .207 - - 채택
2-4 가족복지 → 직무만족도 -.132 - - 기각

가설 3 - 사기진작 → 직무만족도 .772 - - 채택

종합

(보수 및 처우 개선→직무만족도)+
(보수 및 처우 개선→사기진작→직무만족도)

- - .103 
완전
매개

(주거지원→직무만족도)+
(주거지원→사기진작→직무만족도)

- - .109 -

(교육여건 보장→직무만족도)+
(교육여건 보장→사기진작→직무만족도)

- - .384 
부분
매개

(가족복지→직무만족도)+
(가족복지→사기진작→직무만족도)

- - -.232 -

(문화 및 복지인프라→직무만족도)+(문화 및 복지
인프라→사기진작→직무만족도)

- - .160
완전
매개

사기진작→직무만족도 - - .772 -

우선 독립변수인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하위변수인 교육여건 보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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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분석해보면, 교육여건 보장이 직무만족도에 미친 직접효과는 β=.207이고, 사기진작

을 매개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는 β=.177(.229 x .772)로 총 효과는 .3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복지는 직무만족도에 미친 직접효과가 β=-.132이고, 사기진작을 매개로 유의미

한 간접효과는 β=-.100(-.129 x .772)로 총 효과는 -.232인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한편 

주거지원은 직무만족도에 직접효과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보수 및 처우 개선과 문화 및 

복지인프라 등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그리고 사기진작은 직무만족도에 직접효과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사기진작(β=.77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여건 보장(β=.384), 가족복지(β=-.232), 문화 및 복지인프라(β=.160), 주거지원(β=.109), 보수 

및 처우 개선(β=.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육군 소속 직업군

인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기진작이며, 교육여건 보장, 가족복지, 

문화 및 복지인프라, 주거지원, 보수 및 처우 개선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직업

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만족도보다 사기진작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분석된다. 그리고 가족복지가 부(-)적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변수들과 비교 시 상대

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이 변수는 직무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된 것이다.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복지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사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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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두고, 이 변수들이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

과 더불어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것으로서 그 결과를 요약 및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진작에 대해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주거지원3)과 가족복지4)를 제외한 보수 및 처우 개선, 교육여건 보

장, 문화 및 복지인프라 등의 변수들은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성률(2008), 조흥식(2010), 김인수(2012), 김용궁 외(2016) 등

의 연구에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업군인들의 사기진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직무만족도에 대해 직업군인의 복지제

도가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보수 및 처우 개

선5), 가족복지, 문화 및 복지인프라6)를 제외한 주거지원과 교육여건 보장7) 변수들은 직무만

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박경아(2009), 

김미정(2016), 김용궁 외(2016) 등의 연구에서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만족도 향상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매개변수로 설정된 사기진작이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각각의 변수 중에서 사기진작이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가

장 큰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김인수(2012), 김용궁 외

3) 주거지원에 있어서 위관 및 영관장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1〜2년 단위로 잦은 보직이동

과 전출, 이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새로운 부대로 전입 시 군 관사 입주가 지연되어 전세나 월세로 

민간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시세를 미 고려한 전세금 및 월세지원으로 이자부담이 추가로 발생되며, 내 

집 보유율도 일반사회의 62.9%에 절반수준인 29.9%로 군인공제회 주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활성화, 

일반아파트 분양 시 가점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가족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값 3.0보다 낮은 2.76으로 나타났고, 영관장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

다. 이는 가족복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잦은 보직변경 및 이사, 자녀들의 전학, 

중･고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가족과 별거, 별거로 인한 이중생활비 지출 

등 가정생활과 자녀교육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며, 가족별거수당의 신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보수 및 처우 개선에 있어서 초급간부(중사, 대위)들의 만족도가 낮은데 이는 빈번한 야외훈련, 대기태

세유지, 부하 및 부대관리 등 과중한 업무와 일반사회의 동료들과 비교한 상대적 빈곤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며, 국방부 계획대로 보수수준을 대기업의 80%까지 인상하고, 당직근무비를 포함한 

수당의 조기인상 등 보수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6) 문화 및 복지인프라에 있어서 초급간부(중사, 대위)들이 군 시설 및 민간업체와 협약한 휴양시설의 부

족으로 인하여 이용기회가 적고, 휴양시설의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데 부족한 휴양시설의 추가확

보 및 현 휴양시설의 개선, 아파트단지 내 통합복지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7) 교육여건 보장에 있어서 복무기간이 길고, 계급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데 이는 본인의 자기계발 교

육 여건 및 자녀의 교육여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인 및 자녀의 학비부담과 자녀의 진학문제 등으로 분

석된다. 따라서 직업군인의 능력개발교육비 국고지원을 현행 50%에서 100%지원으로 확대하고, 대학

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부사관 및 준사관 자녀와 농･어촌 고교생에게 주로 혜택이 주어지는 대학 특례

입학 제도를 별거자녀들에게도 확대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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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상구(2017) 등의 연구에서 사기진작은 직무만족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기진작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여건 보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 및 처우 개선과 문화 및 복지인프라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복지와 주거지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토대로 직무만족도에 대한 각 변수들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

한 결과는 사기진작(β=.77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육여건 보장(β=.384), 가

족복지(β=-.232), 문화 및 복지인프라(β=.160), 주거지원(β=.109), 보수 및 처우 개선(β=.103) 

순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직업군인 복지제도관련 정책결정자

들이 향후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할 시 이들 변수들을 

효과적인 관리수단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이들 변수들 간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헌검토를 통해 직업군인의 복

지제도와 사기진작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의 방법을 각각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변수 간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

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적인 함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복지기본법의 제정과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추진으로 직업군인의 사기와 직무만

족도가 향상되었음을 시사한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개인 및 부대 사기측정 결과 

2008년 약 85.7% 수준(한국국방연구원, 2011)이던 사기가 2017년 90.1%로 향상되고, 직무만

족도가 87.9%로 측정된 것은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변수 중에서 사기진작은 상대적으

로 가장 유용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에 직업군인의 긍정에너지인 사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직업군인들이 군

인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

다 할 것이다. 셋째,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제도의 보완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은 군인

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제도가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

춤형 복지제도로 보완이 요구됨을 의미하며, 야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군인들이 현재 추

진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소

개교육과 주기적인 야전 순회교육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향후 추진할 사항들을 

홍보하여 수혜자들이 복지정책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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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책결정자들은 시의적절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

한다. 군인복지기본정책서(2009가)를 작성한 시기에 계획했던 제도들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정확한 소요파악과 논

리를 개발하여 예산반영 및 심의에서 의결･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사기진작과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임이 확인되었지만, 가족복지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연구시점

이 오래 되었지만 강효석(2002)과 박문규(2006)도 육군과 공군의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실

증연구에서 사기진작과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된 가정생활과 자

녀교육이라 하였고, 직업군인들은 현행 복지제도 중에서 가족복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느

끼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복지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에 대

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함을 제언하며, 아울러 복지제도 외에 타 요인에 의해서도 

사기진작과 직무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책이 수립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을 4

개 부대에 근무하는 중사부터 대령까지로 대상범위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편의표집방법으로 

얻어낸 연구결과를 갖고 특정 모집단에 관한 모수치를 추정하여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속성들

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임을 분석･검증하여야 하지만 지면상 생략하였다. 끝

으로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는 사기진작과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하위변수들 이외의 타 요

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한 한

계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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