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이

대원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 로고스적․파토스적․에토스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박 종 찬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이

대원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 로고스적․파토스적․에토스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구 민 교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박 종 찬

박종찬의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 원 장 박 정 훈 (인)

부 위 원 장 최 병 선 (인)

위 원 구 민 교 (인)



- i -

국문초록

경찰의 생활안전 분야는 대민접촉의 최일선으로서 국민의 치안감과 안

정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열악한 근무환경, 근무 피로감, 인력부족

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선 경찰관들이 생활안전 영역에서 불철주야 지역사

회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인적․물적 부족으로 치

안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인력 또한 발생한 사건의 처리

에 집중할 뿐 예방적 차원의 활동은 미미하다. 이에 기존 경찰력의 한계

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율방범

대가 주목된다.

자율방범대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조직으로서 수명이서

조를 이루어 범죄 취약 시간대에 순찰, 청소년 선도, 노인 및 여성 귀가

보조 등의 지역 사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자율방범대

당 총원은 30-40명 정도이며, 대장, 총무, 대원들의 조직 체계도 갖추고

있다.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되면 경찰의 순찰 및 방범 인력 부족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참여하는 시민들 또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시민 의식 함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주

민들의 입장에선 지역 사회에 대한 안전감이 향상될 것이며, 범죄의 예방

및 치안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

율방범대 조직이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그간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관한 논의들은 더 많은 외부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실상 자율

방범대 운영에 있어 현재 외부의 지원금은 비정기적이며 그 규모도 작아

대원들의 회비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방위 기본 교육 면제 등

의 인센티브도 그 효과성이 미미하다. 이에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기 위

한 전략의 관점을 내부로 돌려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을 통한 조직 활성

화 전략을 구상해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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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기존 리더십 유형

들이 각각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그 타당성이 부족하며, 고위층

의 리더십 관계에 집중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하였

다. 이에 전체 리더십을 분할할 수 있는 상호 독립적인 분류법을 구상하

고자 노력하였고, 리더십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설득의 과정임에 착안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관점과 리더십을 연결해 고로 로고스적 리더십,

파토스적 리더십, 에토스적 리더십을 구성해 보았다. 로고스적 리더십은

이성과 합리성, 파토스적 리더십은 감성, 에토스적 리더십은 윤리성과 비

전 제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을 통한 조직 활성화 전략을 구상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맞게 자율방범대장의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

에 따른 대원들의 조직 몰입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우선 선행연구들을 통

해 로고스적 리더십은 대원의 조직 몰입도에 부(-)의 영향을, 파토스적

리더십은 대원의 조직 몰입도에 정(+)의 영향을, 에토스적 리더십은 대원

의 조직몰입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후 자율

방범대장의 각 리더십 유형에 대한 자율방범대원들의 인식과 조직 몰입도

를 묻는 150부의 설문지를 서울시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소재 10곳의

자율방범대에 배부하였으며, 최종 117부의 설문지를 가지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대원들의 조직 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

령, 학력 등과 같은 변인들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로고스적 리더십은 대원들의 조직 몰입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토스적 리더십은 조직

몰입도에 정(+)의 영향을, 에토스적 리더십은 조직 몰입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양자 중 에토스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 중에는 성별의 경우 여성 대원의 조직

몰입도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연수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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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자율방범대원의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

장의 파토스적 리더십과 에토스적 리더십을 함양해야 함을 보여준다. 로

고스적 리더십을 활용해 대장이 과업을 명쾌하게 전달하고 이성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영향력이 없었는데, 이는 자율방범대가 조직 특성상 자발적

봉사조직이기 때문에 과업 중심적이지 않고 상명하복의 성격도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율방범대 대원들 상호간에 친밀한 유

대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대장이 감성 지능을 활용하여 본인과 대원들의

감정을 인지, 통제, 활용하는 능력인 파토스적 리더십이 조직 몰입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자율방범대가 지역 사회 안

전을 위한 헌신적 봉사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윤리성에 대한 대

원들의 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장이 자율방범대 활동 외의

사생활에서도 윤리적 모범을 보여 대원들의 귀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율방범대는 자칫 단순 반복적인 순찰 활동으로 그 활동성이 저해될

수 있는 데, 이 상황에서 대장이 지속적으로 대원들의 참여 동기를 북돋

고 조직의 활동 목표를 새로이 제시하는 비전 제시를 통해 대원들의 조직

몰입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윤리성과

비전 제시의 에토스적 리더십도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경찰 및 관계 지자체의 지원에

있어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

라 자율방범대장에 대한 파토스적, 에토스적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며, 선

발 과정에서도 양 리더십적 요소를 갖춘 인사를 선출하는 노력이 요구된

다.

주요어 : 자율방범대, 로고스적 리더십, 파토스적 리더십,

에토스적 리더십, 조직 몰입

학번 : 2013-2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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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50년 역사의 자율방범대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봉사체로서, 오늘날 구조적 완성 단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경찰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적․물적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완책으로

서 자율방범대가 치안 취약 시간대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자율

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왔다.

대한민국 경찰은 수사, 치안, 정보, 보안, 경비 등의 사회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공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공적 역

할 간 우열을 논할 수는 없지만 본연의 기관 역할에 근거할 때 가장 근본

적이고도 주요한 역할은 수사와 치안 활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사와

치안 활동은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 활동이기에 생명권,

재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수호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영역이기

도 하다. 무엇보다 경찰의 지역사회 치안, 질서 확립에 관계하는 생활안전

영역의 경우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부서이다. 전국 곳곳의 근거리에 지구

대가 편재되어 있고 치안수요 발생 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부서도

지역 경찰이기에 국민의 경찰 이미지와 효능감이 지역 경찰의 업무 행태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 현장에 파견

되는 만큼 지역 경찰의 역할이 수사 및 치안정보 수집의 전 프로세스의

서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생활안전으로 편제되어 있는 지역 치안 활동의 경우, 인력 및

물자 부족, 노후화, 지역 사회 협력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첫째, 생활안전 영역의 노령화가 문제다. 실제 다른 경찰 영역에 비

해 생활안전 부서의 노령화가 심각하다. 실상, 일부 지역 경찰의 경우

2003년 10월 15일 지구대 시스템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4조 2교대 등의

특성으로 상대적으로 업무가 단순 노무적이고 수월하다는 인식하에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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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근접한 인력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령

화로 인해 가장 활동성이 중요시되는 지구대 인력의 비활동성이 증가해

순찰 및 치안정보 수집의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

둘째, 생활 안전 부서의 경우 직급 편제가 상대적으로 하위직으로 편

재되어 있다. 직원의 계급을 비교해 볼 때도, 타 영역에 비해 생활안전 부

서는 장기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경위 이하의 실무자 급이 많다. 계급 수

준이 낮다는 것이 부서의 업무 효율성과 상관관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

으나, 지구대 근무자의 평균 직급이 낮다는 것은 지구대 근무 직원들의

업무 자존감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타 부서에 비

해 지역 경찰의 경우 신입 순경의 배치 비율이 높다. 이는 경찰 내에서

지역 경찰의 역할을 기초적이고, 단순 노무로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전문적인 경찰 경험이 부족한 신입 경찰을 일선 지구대

로 보내 기본적인 경찰 업무를 배우게 한다는 취지가 기저에 있기 때문이

다.

셋째, 만성적인 인력 및 물자부족이 문제다. 대한민국 경찰 1인이 담당

하는 국민의 수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1) 이는 예산

제약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서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인력 부족이 치안 공

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경찰의 예산 또한 현실적으로 부족하며 기

존의 예산도 인건비에 대부분 쓰이고 있다. 이처럼 효율적인 지역 경찰

활동을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충족되어야 한데 턱없이 부족하다.

넷째, 지역 사회와의 협력 부족도 문제이다. 지역 경찰의 역할은 지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

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행 지역 경찰의 경우 인원 부족에 따라 관할 지역이 너무 크고, 과도한

역할로 인해 대민 접촉 및 협력 도모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공백

을 메우기 위해 2004년부터 치안협력회의체가 발족 되었으나, 이는 지역

의 유력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전시적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지적이 일

고 있으며, 그 마저도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1) 대한민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2012년도 기준으로 498명이다. 이는 주요 선진

국 평균의 1.5배 정도에 해당한다. 경찰청, 2013 경찰백서,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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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지적한 지역 경찰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적․물적 쇄신의 경우 예산의 제

약이 따르며 단기간의 일약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적 틀에서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필자는 장기적인 틀에서 지역 경찰의 인적․

물적 쇄신을 추구하되, 현재의 치안 공백을 메꿀 보완적 역할을 자율방범

대가 훌륭히 수행할 수 있고, 지역 치안 수립에 경찰과 상호 효율적인 파

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사회 주민들이 지역 치안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

한 단체로, 지구대, 치안센터의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범죄 예방 및 질서유

지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1963년 경 신설되었으며, 2013년 전국

기준 3,945 개의 조직과 10만 여명의 인원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

다.2) 이는 4만 2천 여 명인 지역경찰의 숫자를 웃돈다.3)

이러한 자율방범대는 새로이 주목 받고 있는 치안 공동 생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자율방범대는 치안 공동 생산의 이론을 실제 현

장에 적용하는 최전방의 조직이다. 자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봉사조직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경찰조직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보조․지원하는 체계성을 겸비한 만큼, 치안 공동 생산에 있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방안을 모색할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경찰력의 한계에 따른 치안 서비스 부족을 완화시

킬 유용한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2011년 기준 자율방범대는 경찰

과의 합동 작전을 통해 2,106 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바 있으며, 2012년

에는 4,119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763명의 형사범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

다.4)5) 이는 경찰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보완할 유용한 조직으로서 자율

방범대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2012년 발생한 수원 토막살인

사건(오원춘 사건)의 경우 지리사정에 밝지 못한 지역경찰이 사건 발생

다음날까지도 범행 장소에서 벗어난 곳을 수색하였음이 드러나 여론의 질

2) 경찰청, 2013 경찰백서, 2013, p.103 

3) 사이버경찰청, 2012년 경찰통계연보, p.23

4) 조병인․이윤, 우리나라 지역경찰의 치안활동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p.193 

5) 경찰청, 2013 경찰백서, 2013,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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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를 받은 적이 있다. 수시로 인사이동하며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할 수 있

는 지역경찰을 지리 사정이 밝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 자원이 풍부한 자

율방범대원이 보조하고 필요한 치안 정보를 제공한다면, 범죄 예방과 범

죄인 검거가 한층 수월해 질 수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 활동은 지역 경찰보다 정보수집 및 예방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경찰의 경우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강건한 이미지 때문에 시

민들과 쉽게 어울리기 어려워 치안 정보 수집이나 탐색, 검문 시에 불리

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민들과 접촉이

수월하고, 시민들의 경계도 적다. 또 자발적으로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동네 주민은 호감과 고마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이점들을 이용한다면 치안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탐색, 검문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가 치안 공동 생산의 목적 하에 효율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

책이나 연구는 수년 째 동결된 상태이다. 경찰의 경우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방위 기본 교육 면제, 단체 상해 보험

가입 지원, 유공자 포상, 검거자 포상,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정부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에 앞서 근본적으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성과가 극

대화 될 수 있는 내부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방범대는 태생적으로 자율적인 봉사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참여자의 연령 또한 50대 이상이 대다수이고 생업과 병행하며 활동

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방위 기본 교육 면제,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의

외부적 인센티브의 유인의 효과성이 미미하다. 때문에 외부적으로 인센티

브를 주는 방향을 넘어서 자율방범대를 자생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내

실화 하는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이라는 내부적 환경이 자

율방범대원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자율방범대의 성과 및

활동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리더십

이론들은 물론 자율봉사단체, 시민단체에서 장의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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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론을 분석하여 자율방범대와 지역경찰의 특수성을 반영한 리더십 모

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과 자율방범대원의 조직 몰입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성과 극대화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 유형과 관련 전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과제

본 연구는 자율방범대를 내실화하여 조직 몰입을 향상시키고, 자율방

범대가 자생적 조직으로서 지역 경찰과 협조하여 지역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게 유도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주(主)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것

이 주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적 인센티브가 제한적이고 자율방범대가

끈끈한 유대관계와 지역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유지되는 만큼 내부적 결

속을 공고히 하고 봉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시키는 데 자율방범대

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김철용(2007, 66)에서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 향상이 참여자들의 자율방범대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 향상이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적 참여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율방범대 또한 결사체로서 리더십이 조직 성과와 정(正)의 상관관계

가 있을 것임은 자못 당연하다. 하지만, 무수한 리더십 유형 가운데 어떠

한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이 조직 몰입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인지 밝히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부분의 리더십 연구는 리더십 분류에 존재하는 변

혁적-거래적 틀, 유형 분류법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리더십의

분류가 모호하며 상호 리더십 간 영역이 중첩되어 상호 독립적 유형 분류

가 이뤄지지 않아 통계적 타당성이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을 ‘설득’의 한 부류로 보아 아리스토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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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사학을 접목한 새로운 리더십 접근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에 로

고스, 파토스, 에토스와 연관된 리더십으로 리더십 유형을 재분류하여 각

각의 리더십과 자율방범대 조직 몰입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

리하여 각 리더십 별 효과성을 비교하여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리더십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율방범대 육성 전략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율

방범대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대원의 조직 몰입도와 연계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우선, 전국 4,000여 개에 이르는 자율방범대 중 서울에 소재하

는 449개 자율방범대를 모집단으로 하고자 한다. 이 때 자율방범대는 서

울지방경찰청의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 상 규정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로

그 의미를 정의한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자율방범대 목록표에 기재되

어 정식 자율방범대로 인정되고, 지역 경찰과 치안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를 자율방범대로 보고자 한다. 이 때, 모범택시방범대, 해병대전

우회자율방범대 등 비슷한 명칭을 가진 조직이나 서울지방경찰청의 자율

방범대 목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여타 자율방범조직은 제외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실시 장소로 서울시를 선정한 것은 서울은 인구,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각 계 각층의 치안 환경에 있어 대표성을

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449개의 자율방범대와

11,17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의 자율방범대 3,945개

와 자율방범대원 101,758명과 비교했을 때 전체 조직의 10% 가량이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6) 물론 서울시 내에서도 각 구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구조적 치안 환경에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는 임의 추출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6) 사이버경찰청, 2012년 경찰통계연보,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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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기에 서울의 특성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의 목록을 표집틀로 하여 집락표집

을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서울시 내의 25개 자치구 중 3곳을 임의적으로

선출한 후, 선정된 3곳의 자치구 내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449개 자율방범대 중 10곳

이 임의 추출되게 되며, 추출된 각 자율방범대 소속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전수조사로 소속 자율방범대 대장의 리더십에 대해 묻는 설문을 실시하고

자 한다. 이에 총 130개 정도의 설문을 취합하여 이를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신뢰도 분석, 빈도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의 필요한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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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 연구 및 이론적 고찰

제1절 자율방범대에 관한 논의

1. 자율방범대의 개념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치안을 위해 소규모 지역 단위 거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봉사조직으로서 지역경찰과의 협조 속에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날 전국엔 2013년 전국 기준 3,945 개의 조직과 10만 여명

의 인원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원 중 대부분은 자영업자

로서 주간엔 생업에 종사하며 정육점, 부동산, 음식점, 금은방 등 다양한

서비스업 업종에 임하거나 지역 특성에 기반한 소규모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활동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3-5명의 대원이 조를 이

루어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야간 방범활동 시 대원들은 경찰제복과

유사한 자율방범대 제복을 입고 활동하며,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정 활

동 수행 시 범죄 상황이 발생하면 자율방범대원은 상황을 진정시키고 경

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사태 해결에 이바지한다. 위험요소가 크지 않고, 간

단한 범죄 상황인 경우 자율방범대원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으며, 대개

의 상황에선 부녀자 안전귀가 도움, 실종아동 수색, 청소년 선도, 방범 순

찰, 치매 노인 찾기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이인기 외, 2009).

2.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

개개의 자율방범대는 대략 25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대장, 팀장,

총무, 대원, 고문 등의 역할로 나뉜다. 대장은 각 자율방범대 당 1명으로,

자율방범대의 일정, 업무, 근무 순서, 조 지정, 신입 대원 승인 등 모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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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사항에 관여하며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자율방범대장은 보통 오랜 연차를 쌓은 경험 많은 대원들 중에서 선정되

며, 선출된 후 지역 경찰 서장의 임명을 거쳐 대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자

율방범대마다 다르긴 하나 보통의 대장은 주3 또 주5회로 운영되는 모든

자율방범대 활동에 매번 참여하고 있다. 임기를 수행한 이후엔 고문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하여 대장에게 조언을 하는 등 보

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자율방범대에는 1명의 총무가 있으며, 자율방범대장과 업무 보조를 임

기 내 지속적으로 수행하기에 친밀한 관계인 대원 중에 대장의 지정으로

선출된다. 총무의 경우 자율방범대의 경리, 업무 추진, 장비 구입 등의 역

할을 하여, 대장의 업무 지휘를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통의

자율방범대의 경우 대원 10명 당 1명의 팀장이 배정된다. 자율방범대는

주3, 5회의 근무 패턴을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게 되는 데, 이 때 각 회

당 1팀(조)가 전담하여 방범활동을 실시한다. 이 때 팀장은 해당 팀의 대

원들과 함께 정해진 구역의 방범활동을 실시한다. 팀장의 경우 대장이 부

재할 시 대장의 역할을 위임받아 방범활동의 내용과 형식을 즉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는 월 1회 월례회의를 방범대별 정해진 일자에 실시하며,

이 때 참여 가능한 전(全)대원과 대장, 총무, 고문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

게 된다. 회의 사항으로는 자율방범대 추진 행사, 업무 경과 보고, 관할

구역 내 관심 사항, 경비 활용 내역 보고 등이 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주로 대원이 월마다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충당한다. 대원

마다 월 2-5만원 정도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

요한 경비의 대부분이 이 회비로 충당되고 있다. 인근 지자체에서 월 10

만원 정도의 비정기적 후원금 또는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나,

일반적으론 정기적으로 후원 물자를 지급받는 곳은 거의 없다. 또한 경찰

의 경우 월례회의에 지역 치안센터장 내지 지구대장이 참여하고, 지역 치

안 수요 발생 시 자율방범대에 요청하여 합동 순찰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

나 구체적인 물품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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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제목 내용

김남철

(1999)

치안서비스 공급의 공동

생산론적 연구 : 관악구 

자율방범활동을 사례로

사례분석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이 

공동생산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논의함. 

임창호

(2002)

자율방범활동의 주민참

여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적 참여요인으로 경찰 범죄예

방활동에 대한 신뢰도, 범죄예방활

동에 대한 관심도,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인식정도가 있으며, 지역적 

참여요인으로는 지역 주민간 유대

감, 지역주민의 유동성 정도, 지역

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정도, 거

주지역의 특성이 있음.

김상길

(2004)

경찰활동의 공동생산 영

향요인분석-자율방범활

동을 중심으로

경찰업무의 이해, 경찰활동의 신뢰

성, 경찰활동의 만족감, 주민안전의

식, 범죄피해, 주민자율방범활동 인

식 등 6개 요인으로 주민참여요인

을 분석함.

김철용

(2007)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연구 - 경찰의 협

조와 자율방범활동 수준

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

자율방범활동 참여자들은 경찰협조

에 대한 인식, 경찰(활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 자율방범대 특성에 

따라 능동성․적극성에 있어 차이를 

보임.

3. 자율방범대 관련 선행연구

그간의 자율방범대 관련 연구들은 1) 자율방범대 활성화 논의, 2) 자율

방범대원의 참여요인 분석, 3)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의 관점에서 진행되

어 왔다. 자율방범대 관련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자율방범대 관련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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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2011)

시민의 자율방범대 참여

에 미치는 영향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찰관련 요인, 

지역관련 요인 등에 따른 자율방범

대 참여 요인을 밝히고자 함.

김병주

(2013)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법률 제정안 비교 분석 

: 자원봉사 관점에서

국회에 상정된 7개의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안을 지역연계성, 공동생

산, 책임의식, 자원봉사정신, 관리

가능성 등 5가지 기준으로 쟁점사

항을 비교분석함. 

이진경

(2013)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안양시 자율방

범대를 중심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잠재

된 참여 가능한 인적자원을 확보해

야 한다고 주장함.

한상철

(2014)

자율방범대 네트워크 특

성에 관한 연구 - 천안 

범죄안전도시를 중심으

로

천안 범죄안전도시 자율방범대의 

네트워크 특성이 범죄예방 활동 만

족과 지역 범죄발생 감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함.

박예행

(2014)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적 접근 - 자율방범대

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디자인을 중심으로

‘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자율방범대

의 활동과 정보공유를 도모하고자 

함.

위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간의 자율방범대 관련 선행연구들은

현재 지역경찰의 인력과 물자가 부족하여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자율방범대가 보완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견해에서 논의를 발전시키

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의 자율방범대 관련 논의에서는 김남철(1999)

에서처럼 치안 공동생산론이라는 이론적 틀에 맞춰 자율방범대가 그 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를 살펴보고 공동생산론의 관점에 따른 개

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1990년대 자율방범대 연

구가 개시되면서 이론적 틀을 확정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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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공동생산론을 바탕으로 참여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김철용(2007)에서는 경찰의 협조 및 활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참여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임창호(2002)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지

역적 요인을 나누어 입체적인 참여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는 공동생산론의

이론적 기틀이 1990년 대 말 자리 잡은 이후 자율방범대의 인적․양적 확

대를 위한 요인분석이었고, 또 자율방범대 활동의 참여가 경찰, 지역, 개

인의 복합적 요인과 관계 맺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활성화 전략의 다양성

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2000년 대 중반 이후 자율방범대 관련 연구의 주 키워드는 활성화 전

략이었다. 이는 자율방범대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 체계가 잡혀

나가고 양적으로도 인원이 확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그 효율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을 바탕

으로 하고 있다. 이에 송왕식(2002), 이진경(2013) 등에서 자율방범대 활

성화를 위한 현실적 제안들을 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안정화 단계에 접

어들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발전 단계에 적합한 조언들이라 생각되나, 아

직까지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못하다.

최근에 이르러 주목할 점은 자율방범대 관련 연구의 분야가 다양화되

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는 자율방범대가 이론 형성 - 양적 확대 - 활성화

의 단계를 거쳐 오늘날 제도적 안정화에 다다랐기에 그 논의의 폭이 확대

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간의 공동생산론, 참여

요인 분석, 활성화 전략의 세 축으로 진행되던 연구 경향이 바뀌어 다른

접근법과의 연계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가령, 한상철(2014)에서는 자율방

범대의 네트워크 특성에 주목하였으며, 박예행(2014)에서는 자율방범대 활

동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하는 등 자율방범대 관련 논의가 다변화

됨을 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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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방범대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자율방범대는 오늘날 어느 정도 확고히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

이며, 그간의 연구들이 자율방범대의 발전 단계에 맞춰 단계별로 필요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그간의 논의들이 종국엔 자율방범대

의 양적 확대만을 지향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외부에서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 단

계에 접어든 오늘날엔 이미 확보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그것이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간의 논문들이 외부적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양적 확

대를 도모하는 활성화 전략을 제시한 것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자율방범

대 활성화의 논의가 경찰의 인적, 물적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

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외부 기관에 의한 인적, 물적 지원 확대를 기대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해온 지난 10년 간

자율방범대를 위해 제공된 인적, 물적 지원이 거의 동결상태였다는 것을

볼 때도, 현실적으로 외부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자율방범대 활동이 외부적 인센티브를 받고자 수행되는 것도 아니며,

자율방범대의 운영이 외부적 인센티브의 증가로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대장, 대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할 때, 자율방범 활동 자체는

지역 치안을 확립하고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 많았다. 물론, 인적․물적 지원이 증대되면 활동상 효율성이 제고될

순 있겠으나, 자발적으로 동기화된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에 절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역경찰이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자율방범대의 독립적 기구로서

의 활동이 가속화되었다. 과거 파출소에는 근무 인원이 고정적이고 대민

접촉이 수월해 파출소 관내 자율방범대와 파출소 직원 간의 호응이 수월

했다. 이로 인해 합동 순찰을 수행하는 횟수가 많았으며, 접촉 빈도의 증

가로 친밀감이 형성되어 파출소 직원과 자율방범 주민과의 치안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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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대민 접촉이 현저

히 감소하고, 근무 인원 또한 교대식으로 바뀌면서 자율방범대와의 네트

워크 형성이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합동 순찰 횟수가 줄며 상호간 교류

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 조직 자체에 대해서 독립적이

고 자생적인 방범활동 조직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5. 연구 방향 제시

따라서 이처럼 자율방범대 활동이 외부적 지원과 인센티브에 대해 비

탄력적이고 그 내부적 독립성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자생적․독립적 봉사

조직으로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극대화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며, 그 요소는 바로 리더십이다. 자율방범대는 성격상 봉사조직으로서 특

히 금전 등의 거래적 요소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적

관계와 유대가 조직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며, 그간 다수의 논

문을 통해 봉사조직에서도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관계하는 지표임이 밝혀

졌다. 김종현(2011)에 따르면 봉사조직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다른 유형의

보상 체계를 가지고 봉사조직 고유의 성과와 목표가 존재하는 만큼 조직

차원에서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직 성과와 목표 달성을

위해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인 리더십이 자율방범대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과 방범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므로

다른 봉사조직과는 다르게 경찰에서 발견되는 계선조직의 특성과 위계체

계를 가진다. 이로 인해 여타 봉사조직 보다도 더 리더십이 발휘될 재량

성이 크며 그 역할 또한 지대하다. 현재에도 외부적 인센티브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원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는 등의 헌신으로 운영되

는 만큼 자율방범대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부 동력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미 충분히 동기화되어 외부 인센티브에 반응하지 않는

대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리더십을 육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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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리더십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리더십의 의의

리더십은 인간의 역사와 오래도록 함께한 개념이며 많은 사람들이 정

의를 시도해온 만큼 다양한 의미 해석을 지니기에 하나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저명한 리더십 학자인 R. Stogdill과 B.

Bass도 1981년 이전에만 무려 4,725개에 달하는 리더십 관련 연구를 진행

했으며, Al, G.(1997)에 따르면 잡지와 신문 기사를 제외하고도 1980년대

에만 무려 132권의 리더십 관련 저술이 출간되었다. 또한 Fleishman et.

al.(1991)에 따르면 60년 간 진행된 리더십 분류 체계가 65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리더십은 많은 연구와 저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

는 단어이면서도 역사상 가장 이해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는 개념이

되었다(Burns, 1978).

지금껏 리더십 관련 논의가 횡적으로 외연을 확장만 해온 이유는, 리

더십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어 그 개념적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Joseph(1993)에 따르면 그가 조사한 587권의 저술 중 366권은 리더십의

개념을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신이 내린 리더십의 정의가

비판받을 것을 걱정해서이다.

하지만 리더십은 작게는 가족에서 크게는 국가에 이르는 인간 구성체

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특정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자는 항상 존재하기에 불명확한 리더십을 정의하고 유

형화하는 노력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들의 연구에서 리더십 정의를

시도했다. Burns(1978)는 자발적으로 조직 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구성원

들로 하여금 조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유도하는 능력을 리더

십이라고 정의했다. Stogdill(1948)은 조직의 구조가 구성원의 기대를 충족

시키도록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보았다. 이외 다양한 학



- 16 -

연구자 리더십 정의

Fleishman

(1953) 

구체적 목표달성을 위해 커뮤니케이션과정을 

통해 대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의

지

Janda (1960)

독특한 형태의 권력 관계로서 집단의 한 구성

원이 자신의 행동 패턴을 다른 구성원에게 규

정할 수 있는 힘

Pfiffner et. al. 

(1960)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을 조정하고 

동작시키는 기술

Katz & Kahn

(1978)

일상적인 명령을 기계적,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영향

력

Koontz & O'Donnell

(1986)

공동 목표 달성을 향해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Richards & Engle

(1986)

명확한 비전 설정과 가치의 구체화로 업무 목

표가 달성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것

Bass (1990)

집단 구성원의 인지상태와 기대수준을 구조화 

또는 재구조화하기 위해 구성원들 끼리 상호 

협력하는 과정

자들이 리더십을 기대, 순응, 강제성, 자질, 행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

를 시도했으며 이상을 정리한 내용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리더십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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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sey & Blanchard

(1993)

목표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을 조정하고 

동작시키는 기술

Greenberg & Baron

(1993)

특정한 한 명의 인물이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R. M. Stogdill

(1994)

특정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주는 과정

House et. al

(1999)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기 부여하여 

타인이 조직성과에 공헌하도록 유도하는 개인

의 능력

Yukl (2006)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타인이 이

해하고 합의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공유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 개인과 집단의 노

력을 촉진하는 과정

표-2 박보식(2014 : 21-22), 강정애(2009 : 4) 참조

이처럼 리더십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면서도 그 본질적 의의는 모든

정의에서 비슷하다. 즉,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조명한다는 데에 우선적으

로 공통점이 있고, 집단적 사고보다는 개개인의 사적 사고를 중시하고, 권

력과 인간의 복잡다단한 역학 관계를 다루며,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해

구성원을 이끈다는 점이 비슷하다(박보식, 2014).

이상의 리더십 논의를 종합할 때, 리더십은 ① 집단 과정에 초점을 맞

추며, ② 집단 변화와 집단 활동에 더 중요 점을 두고, ③ 타인의 노력을

유발시키는 것이 주요 구성요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

더십을 ‘집단적 논의 과정에서 목표 실현을 위한 소속 집단의 변화와 활

동을 유발하기 위해 타인의 노력을 촉발시키는 리더의 활동’으로 정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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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 이론의 역사 및 전개

리더십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 온 개념이다. 하지만 리더십은 인간의

정신영역과 개별성, 권력관계가 종합된 복합적 개념으로서, 그 본질은 불

변하였으나 이를 해석하는 인간의 가치 체계와 판단 기준이 매 시대마다

달라졌기에 그 의미 또한 계속하여 변화했다. 가령, 고대에는 사람이 중시

되었고, 중세에는 신이, 현대에는 조직과 시스템이 강조되고 있다(최진,

2003). 특히 오늘날 현대 리더십이론은 체계성을 더하여 리더십은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관리법이며, 리더는 과학적 방식으로

선발․훈련될 수 있다(Taylor, 1911).

리더십에 관한 이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했다. 동양권에서는 정

신세계를 강조하며 리더의 인성과 덕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양에서는 현

실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리더의 이성적 측면과 능력을 강조했다. 허나, 본

질적으로 동서양 문화권에서 모두 인간의 심성을 중시했다는 것에선 동일

하다. 동양에서 강조하는 감성과 덕성, 서양에서 강조하는 이성과 능력도

결국 개인의 성장과정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

다(박내회, 1993 ; 박연호, 1991).

이렇듯 동서양의 문화권과 각 시대를 막론하고 논의되어온 리더십은

연구방법에 따라 크게 3가지 접근방법을 따랐다. 지도자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따라 리더십이 형성된다는 특성이론/자질이론, 지도자의 행동양식

을 통해 리더십을 판단하는 행동이론, 지도자가 활동하는 주변의 상황을

중시하는 상황이론,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과 주변 상황을 접목시킨 상호

작용이론이 대표적인 접근방법이다. 이에 더해 오늘날 변혁적-거래적 리

더십, 감성 리더십, 윤리 리더십, 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십 등 많은 유형

의 리더십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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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성이론/자질이론(traits theory)

1920년 대 등장하여 그 후 30년 간 주류의 리더십 론으로서 최초의 체

계적 접근을 한 이론이 특성이론이다. 이러한 특성이론은 타인보다 우월

적 능력치를 가진 지도자 개인의 개별적 특성에 주목하며, 이러한 관심은

지도자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보통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특출한 자

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위인 이론(great man theory)’에서 출발한다(김

남현 역, 2009: 24). 즉, 영웅들을 특별한 능력을 지닌다는 영웅주의나 역

사는 영웅에 의해 서술된다는 영웅 주의적 사관이 이 특성론, 자질론에서

비롯된다(Carlyle, 1993). 특히 지도자의 여러 자질 중 신체능력, 과업해결

능력, 성장 및 사회배경, 대인관계, 개별적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러한 자질론은 1940년대 Stogdill의 연구를 계기로 전기와 후기로 구

분된다. 후기 자질론자들은 전기의 영웅주의에서 다소간 탈피하여 특출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

기 위해선 적절한 상황 요인이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대표적 자질론인 Barnard(1938)에서는 리더십의 자질적 요소로 박력, 지

구력, 책임감, 설득력, 결단력, 지적․기술적 능력을 강조했다. 또 S. A.

Kirkpatrick은 욕구(drive), 동기부여(motivation), 통합성(integrity), 자신

감(self-confidence), 정보(intelligent), 지식(knowledge)을 리더십의 중요

한 특징으로 제시했다.

자질론의 장점은 지도자의 자질 평가가 리더십 능력 평가로 치환 가능

하여 조직의 관리자를 선발하기에 용이하다는 것과 지도자의 업무 수행의

예측 가능성이 향상된다는 점이다(Hinton et. al., 1975). 즉, 리더에게 중

요한 것으로 요구되는 지적 능력, 개성, 자신감, 결단력, 사교능력 등의 척

도를 개발하여 지도자 후보를 선출하고, 지도자의 인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도 많다.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어 저마다의 척

도가 개발되는 등 일반화하기 어렵고, 특성들의 상대적 우열관계를 설정

하기 어려워 무엇이 더 중요한 특성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의 특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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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 나머지 환경적 요소를 무시하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지도자

의 개인적인 특성을 리더십 평가의 중요 요소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오늘

날의 심리학 및 개인주의와의 연관성 속에서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최

진, 2008: 16-17).

2) 행동이론(behavioral theory)

리더십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리더의 자질이나 특성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지도자의 행동양식이라는 것을 통해 보편적인 리더십 원칙

을 탐구하는 것이 행동이론의 주요 내용이다. 즉, 조직 유지와 목표 달성

을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는 지도자의 행동 패턴

및 행태적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어떠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느

냐의 관점에서 리더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관점으로 변화한 것이다.

행동이론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오하이오주립대의 리더십 연구, Blake

& Mouton(1964)의 행동론 등이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의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지도자는 구조화(intiating structure)와 배려(consideration)의 두

가지 행동양식을 통해 조직의 목표 달성을 견인한다. 구조화란 과업 중심

적 행태로서 부하직원들에게 특정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배려는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관계적 지향점을 가지며, 조직 구성원의 복지, 행복, 상호 신뢰성 등에 관

심을 가지는 리더의 행동양식을 통해 부하직원들은 업무 수행에 협조적이

된다.

한편, Blake & Mouton(1964)에선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

심의 두 행동양식을 탐구했다. 이는 오하이오주립대학의 분류 방법과 동

일선상에 있으나, 두 행동양식을 격자 형태로 중첩시키는 ‘리더십 그리드’

개념을 제시한 것이 흥미롭다. 이들은 격자이론에서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x, y 두 축으로 설정하여 격자를 구성했으며, 리더가

어떠한 행동양식을 더 보이느냐에 따라 불모형(impoverished

management), 인기형(country club management), 과업형(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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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중용형(middle of the road management), 팀형(team

management) 리더십을 설정하였다.

행동이론은 자질이론에 비해 관찰 대상을 더 객관적, 세부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또한 선천적인 특성만을 자질이

론이 강조했던 것에 비해,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행동양식에 주목했

다는 점도 지도자 상에 부합한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행동이론은 바람

직한 지도자의 행동유형을 제시해준다는 긍정적 기능을 가진다.

반면, 행동이론은 리더십 과정에 행동적 특성 외에 너무나도 많은 변

수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이론적 한계가 있다. 또한 행동이

론이 비록 특성이론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리더십 훈련과

개발이라는 후천적 요소를 강조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지도자를 배출시키

는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실상, 행동이론

은 지도자의 행동양식을 분석하여 일반화 가능한 최선의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보편화 가능한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

상황이론은 지도자의 특성이나 행동이 아닌 상황적 요인을 가장 중시

하는 포괄적 담론으로서, 오늘날 지배적 담론으로 인정되고 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각기 다른 리더십 속성이 효과적이게 되며, 동일 속성이

모든 상황에서 보편타당하게 최선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특성이론과 행

동이론의 한계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상황이론은 리더십의 일반

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조절변수(moderator variables)에 관심을 가졌

다(Yukl, 2006). 상황이론에서 언급하는 조절 변수는 리더의 특성과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소로서 ①리더-구성원의 관계, ②과업구조,

③지위권력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리더-구성원의 관계는 리더에 대한 신

뢰와 지지가 포함되며, 과업구조는 조직의 규율과 절차를 반영하고, 지위

권력은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가지는 상벌에 관한 권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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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론에 관한 주요 연구로서 Fiedler의 상황이론, House의 경로-목

표이론, Hersey & Blanchard의 상황이론 등이 있다(박내회, 1993).

Fiedler(1971)에서는 원만한 리더-구성원의 관계, 명확한 과업구조, 리더의

높은 지위권력이 있을 시 효과적인 리더십이 발휘된다고 보았다. 한편

House(1974)에선 지도자가 피지도자에게 보상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설정

해주고, 개별적 특성․환경의 특징에 따른 상황적 변수에 적합한 리더십

을 발휘하여야 리더십 효과성이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또 Hersey &

Blanchard(1969)는 과업행동, 관계성 행동, 성숙도에 초점을 맞추어 리더

십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리더는 부하직원의 조직에 대한 헌신도와 개인

적 탁월성에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이론은 지도자라는 개별 요인에만 치중했던 특성이론과 행

동이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상황요인을 중요 변수로 인식했다는 발상의 전

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하지만, 무한대의 경우를 지니는 상

황적 요인을 일반적 척도로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추상적이고 포

괄적으로 존재하는 상황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최진, 2008: 19-20).

결국,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의 단점이 명백하고 극복가능하지

않기에, 이들을 절충한 상호작용론이 가장 진일보한 접근방법으로 여겨지

고 있다. 리더십 상호작용론은 지도자-지도대상-상황이라는 3가지 리더십

개별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리더십 행동이 형성된다는 종합적 논의이

다. 이를 통해 적절한 상황과 시기 속에서 조직 목표 실현에 적합한 특성

을 지니고 적절한 행동을 구사하는 리더가 조합되어 훌륭한 리더십이 발

생한다고 본다(Robert, 1995).

4) 새로운 리더십 이론

1980년대 이후 사회 환경이 급변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전제로 서술되

었던 과거의 리더십 이론들이 비판받기 시작했다. 이에 기존 특성․행

동․상황 이론을 재해석하고 지도자의 역량을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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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권상술, 1995).

(1)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그 논의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리더십 접근방식이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의 접근법이다. Burns(1978)에서 처음으로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분류법이 제시되었다.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의 가치관, 정

서, 윤리의식, 행동규범 및 조직의 장기 목표 등에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리더십이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직원들의 참여 동기를 자극하여 그들의 능력이 최대로 발현되도록 돕

고, 이를 통해 기대 이상의 업무 성과를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Bass(1990)에서는 카리스마, 영감적 동

기부여,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의 4가지 하위 요소가 상정되었다. 카리스

마는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서 부하직원이 리더가 제시한 비전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는 능력이다. 리더의 카리스마를 통해 부하직원은 조

직에 헌신하고 업무에 몰입하게 된다. 영감적 동기부여는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고 격려를 통해 조직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카리스마

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김호정, 2001). 한편 개별

적 배려는 구성원 개개의 욕구와 문제에 관심을 가져 권한 위임과 과업

부여를 통해 동기 부여하는 것이며, 지적 자극은 기존의 문제점을 혁신할

새로운 방식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변혁적 리더십은 개념이 불명확하며, 측정도구로 Bass가 제시

한 MLQ 리더행동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리더십을 개인

특성과 연계해 영웅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변혁적 리더십과 비교되는 개념인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과 예

외적 관리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리더가 원하는 목표를 주지시키며,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개인별 보상의 차이를 두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이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보고 설정된 개념이다. 조건적 보상

을 통해 리더는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예외적 관리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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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리더가 관여하여 부하직원을 감

시하거나 성과를 평가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하지만 거래적 리더십은 수동적 피지도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거래적

관계로 인한 비인간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과주의로 목표의

양적 달성에만 치중하여 질적 요소를 놓칠 수 있고, 부하직원의 부적응과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정동섭, 2000).

(2) 감성 리더십

감성 리더십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감성지능에 기반한다. Goleman(1995)에선 감성 지능을 ‘좌절 상황에서도

개인적 동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을 보호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기분

상태와 스트레스 정도와 상관없이 합리적 사고를 유지하고, 타인을 공감

하며 희망적 사고를 지속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감성지능을 바탕으로 Goleman et. al.(2002)에서는 목표를 달성

하는 리더의 감성능력은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인식, 사회적 기술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네 가지 방면에서 뛰어난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을 감성적

리더십으로 보았고, ‘리더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심

리상태와 필요에 귀 기울여 조직원들 간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조직

의 감성역량을 향상시키는 능력’이라고 감성적 리더십을 정의하였다.

이를 정리해볼 때 감성리더십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여 동기화하고,

타인의 감성을 배려하고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감성리더십

은 개인과 타인의 감성을 융화시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킴으로써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는 리더십인 것이다. 이러한 감성적 리더십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리더가 스스로 자아를 탐색하고 열정을 가짐과

동시에 감성지능을 함양해야한다(신정길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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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 리더십

오늘날 기업, 공공조직에 있어서 윤리성, 투명성, 신뢰성, 사회책임성

등의 요소가 강조되면서 다시 조명되고 있는 리더십 유형이 윤리적 리더

십이다. L. J. Browne에 따르면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은 “리

더가 과업과 대인관계와 관련한 역할 수행에 있어 윤리적으로 적합한 규

범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부하직원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부하직원이

적합한 역할 수행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윤리적

리더는 자신의 규범적 행동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적정한 윤리적 규준을

세움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공정성, 신뢰성, 윤리성, 책임성과 같은 도덕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박보식, 2014에서 재인용).

Brown et al. (2005)에서는 기존의 질적 연구에 기반해 좀 더 공식적

이며 타당한 양적 지표를 기발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그들은 윤리적

리더십 척도(Ethical Leadership Scale : ELS)를 측정코자 10가지 항목의

문항을 개발했다. 더 나아가 윤리적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의 이상적 영

향력 부분과 중복되지만 동일 개념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이명

신, 2009).

(4) 기타 리더십 유형

이 외에도 새로운 리더십 이론들은 계속 발굴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리더가 자신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잠재 능력을 발굴하기 위해

발휘하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본 Manz & Sims(1991)의 슈퍼리더십, 타

인에 대한 봉사를 기본으로 조직 구성원과 커뮤니티의 욕구 만족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인 Hunter(2004)의 서번트 리더십,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과 열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Manz(1986)의

셀프리더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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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Stogdill(1994)에서 ‘리더십의 개념은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만큼이

나 다양하다’고 말할 정도로 리더십의 개념과 유형은 다양하다. 리더십의

성격 자체가 추상적이고 평가 척도가 워낙 광범위하다는 본질적인 속성에

따른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제 이론에서 보편타당한 단일 척도

가 개발되어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해진다면 최선일 것이지만, 본질적 속

성 상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한 다양한 범주의 접근 방식으로 개념을

규명코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본질적으로 규명 자체가

불가능하고 광범위하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 개념을 무용

으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관점과 범주에서 개념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질적 정의에 근사한 공통적 속성이 도출될

것이다.

허나 그간의 제 리더십 이론들이 연구 대상이 되는 리더십의 범주를

상층 리더십에 집중하여 분석한 것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한 기업체의

CEO, 공공기관의 수장과 같은 최고위층 지도자의 리더십이 전 사회적으

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에 선제적인 연구 대상이 됨은 타당하다. 하지만

최고위층 리더십이 발휘되는 경우는 일반 소규모의 리더십의 경우보다 극

히 제한적이며 소수이다. 가령, 수 십명 내의 소규모 조직이나 중간 관리

자의 경우도 엄연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리자인 경우가 많은 데, 이상에

논의된 리더십 연구들이 중간 관리자 내지 소규모 관리자를 관점 밖에 두

고 있는 점은 아쉽다.

실질적으로 리더십 논의가 가장 유효할 수 있는 층위는 중간 내지 소

규모 조직의 지도자이다. 최고위층 지도자의 경우 일선의 부하 직원과 면

대면 접촉의 기회가 거의 없어 일선 부하 직원의 경우 최고위층 지도자의

리더십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어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 대조적으

로, 중간 관리자 이하 및 소규모 조직의 리더십의 경우 제 리더십 이론에

서 강조하는 소통, 접촉, 동기부여 등의 미시적 프레임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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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간의 리더십 연구는 단순히 유형을 확장하는 것에만 몰두하였

다. 즉, 변혁적, 거래적, 감성, 윤리, 셀프, 슈퍼, 서번트 리더십 등등 전체

리더십의 정형 중 일부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면서 리더십의 외연

에 대한 무한정의 확장만을 시도했다. 하지만 각 리더십의 영역이 상호

중첩되고 모호해지면서 그 타당성이 저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부

분의 리더십만을 강조하면서 전체로서 존재하는 리더십에 대한 규명이 어

려워 리더십 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간관리자 이하 및 소규모 조직의 리더십 연구

에 있어 면대면 접촉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새로운 틀의 리더십 틀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이에 리더십은 또 다른 형태의 ‘설득’이라는 것에 착안하

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3요소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접목시

킨 로고스적 리더십, 파토스적 리더십, 에토스적 리더십의 3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개발, 적용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사람 사이의 관계 및 상호 교류에 있어 그 정형을 상호 독립적으로 구성

할 수 있는 분류법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기반한 로고스적 리더십, 파토스

적 리더십, 에토스적 리더십은 기존 리더십 분류법의 상호 중첩성을 최대

한 제거하고 독립적인 실증 연구가 가능하게 하며, 전체로서의 리더십을

분석하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된다.

제3절 새로운 리더십 분류법의 제시 - 로고스․파토

스․에토스적 리더십

1. 논의의 배경

리더십의 새 유형으로 로고스적 리더십, 파토스적 리더십, 에토스적 리

더십을 제시하고자 한다.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설득의 기술이다. 리더는

자신의 팔로워로 하여금 조직의 성과와 목적 달성을 위해 헌신하도록 설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 윤리와 강령들에 자발적으로 수긍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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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여야 한다. 이렇듯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설득의 관

계이기에 리더가 팔로워에게 행사하는 리더십 또한 결국 설득의 기술이

된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3요소이자 설득의 수단으로 제시

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 주목하여 로고스적․에토스적․파토스적 리

더십을 구상하는 것이 리더십 분류의 가장 적합한 틀로 판단된다.

리더십이 설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인식 외에 전체 리더십의 유

형을 분류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

십을 구상했다. 현재 리더십 관련 논의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

체의 정형을 파악하는 것에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 이에 설득의 3 수

단을 통해 전체의 리더십을 분류하는 틀을 모색했다.

2. 이론적 논의

1)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과 설득

고전적 의미에 따르면 수사학은 “설득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연

구하는 학문이다(박성창, 2000: 22). 수사적 과정 통해 정치적․법적 해결

을 도모했던 그리스 시대에 사람들은 설득에 대한 기술을 활용하고자 했

으며, 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을 위한 3가지 중요한 방법을 연구했고,

그것이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Ethos)다. 로고스는 말 속

에 포함된 논리성과 관련된 것으로, 논리 정연한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고,

파토스는 말의 감정에 관련된 것으로서 청중의 감정에 대한 호소를 의미

한다. 에토스는 말 속의 정신과 관련된 것으로 화자의 청중에 대한 신뢰

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의 조화를 통해 적절한 언

어의 수단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설득의 기술이다

(Aristotle, 1926).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설득은 비서술적 방법과 서술적 방법으로 나

뉘는데, 비서술적 방법은 계약서, 강제 노동, 증인, 기록, 서약, 고문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 증거도 서술적 수단의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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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서술적 판단이 바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다

(조맹기, 2002).

2) 설득의 도구로서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설득에 있어서 로고스는 형식에, 파토스는 태도에, 에토스는 본질에 관

계되어 있다. 로고스는 인간에 내재한 속성으로서 발화자가 논리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청자나 수용자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다.

이는 ‘이성’으로 번역되는 데, 이는 이성의 근본적 속성으로서 주어진 말

과 상징, 담론이 인지되고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파토스는 인간

감정의 속성에 대한 설득의 기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2권의 2장에서

11장까지 각 장마다 노여움, 온화, 사랑, 증오, 두려움과 자신감, 측은지심

등에 대해 서술했으며, 각 정념들의 정의와 원인, 특성과 상태를 분석했

다. 이처럼 파토스는 인간 공통으로 존재하는 감정적 기질들에 대한 서술

로서 본인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설득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에토스는

관습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개념이긴 하나, 공통적으로 화자가 갖는 인

적 신뢰감과 메시지의 신뢰감으로 구분된다(Golden et. al., 1968). 아리스

토텔레스는 에토스의 세 하부개념으로 Phronesis, Eunoia, Arete를 제시한

다. Phronesis는 실천적 지혜로서 과업에 대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하고, Eunoia는 메시지의 신뢰성, 공공성에 관한 논의이다. 또 Arete

는 화자 자신이 도덕성을 갖추었느냐로 해석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

스의 하위 요소 중 Arete를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보았고, 이후 1950년

대 예일 학파에 의해 신뢰성이라는 속성으로 정의되었다(James, 1996; 이

대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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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분류 하위 개념 내용

로고스적 

리더십
이성

논리성, 합리성, 

지식, 

업무수행능력

 리더가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

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가지

고 논리적․합리적․이성적 지휘로

서 구성원의 헌신을 이끌어 내

는 것

파토스적 

리더십
감성

자기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사회적인식능력, 

관계관리능력

 리더가 자기와 타인의 감성에 

대한 이해와 조절을 바탕으로 

감성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헌신

을 이끌어 내는 것 

에토스적 

리더십

윤리, 

비전

윤리성, 비전 

제시

 리더가 윤리적 심성과 가치관

을 바탕으로 신뢰를 획득하고 

집단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구

성원의 헌신을 이끌어 내는 것

3) 로고스․파토스․에토스와 리더십

위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로고스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말하며, 파토스는 정서적인 호소

와 공감능력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을 말한다. 에토스는 화

자의 인품에서 풍겨져 나오는 진정성이나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 신뢰성과 비전을 말한다(천병희, 2013).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의 3요소를 리더십과 연결하여 정의한 것이 바로 로고스적 리더십, 파토

스적 리더십, 에토스적 리더십이며 다음의 <표-3>으로 정리해 볼 수 있

다.

<표-3>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 정리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은 일반적인 집단에 모두 적용 가능

하다. 모든 집단에 이성, 감성, 윤리성 및 비전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조직의 유형에 따라 더 유효한 리더십이 분별된다. 가령, 상명

하복의 계선 조직이나 공식적 조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조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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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업무처리와 명령과 목표의 명확화가 중요하다. 이에 로고스적 리

더십이 위의 조직들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또, 사람 간의 유대관계를 중심

으로 구성되는 동호회, 친목 모임의 경우 감성의 활용이 많으므로 파토스

적 리더십이 더 유효하다. 한편,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의 경우 자발적으

로 모인 사람들이 대의적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이성과 감성보다는

사명감과 비전에 더 민감하므로, 에토스적 리더십이 이 경우 더 유효하다.

4)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 관련 선행연구

그간 로고스․파토스․에토스는 수사학이나 설득에 관련하여 논의가

되었을 뿐, 이를 리더십과 연계하려는 방법론은 없었다. 하지만 각각의 리

더십 유형이 기존에 논의되었던 리더십 유형과 하위 요소를 공유하는 경

우 기존의 리더십 유형의 특성을 새로 개발한 리더십 유형이 일부분 반영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로고스적 리더십은 과업지향 리더십과 함

께 논리성․합리성의 요소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파토스적 리더십은 감

성리더십의 요소를, 에토스적 리더십은 윤리적 리더십 및 비전제시의 요

소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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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과 자율방범대원의 조직몰입

도 간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조직 활성화 전

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1>과 같은 연구 모

형을 설정하였다.

제2절 연구 가설의 설정

기본적으로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의 분류법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논의되는 것으로서 분류법이 개념적으로 동치하는 선행연구는

없으나, 리더십의 명칭은 다르나 유사한 하위요소를 지닌 다른 유형의 리

더십으로 본 분류법에 따른 리더십의 효과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



- 33 -

우선, 로고스 리더십의 경우 대장의 이성적인 활동으로 논리적․합리

적 업무 지침 설정과 전달하는 것이 강조되는 데, 이는 리더의 과업지향

행동과 유사하다. 과업지향 행동은 조직의 업무를 분할하여 각 조직원에

게 명확히 부여하고, 조직 운영의 절차와 지침을 수립하고 조직원의 성과

를 점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강정애 외, 2009: 98-102). 일반적인 경우

조직 구성원에게 업무 지침이 불분명하게 지시되면 역할 모호로 인한 심

리적 스트레스로 조직 구성원의 조직 몰입도를 포함한 조직 성과가 저하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김병섭, 1994; 박희서 외, 2001). 이러한 선행연

구에 기반할 때 과업지향 행동과 유사한 하위요소를 가지는 로고스적 리

더십의 경우 조직 몰입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Podsakoff et. al.(2006)에서는 과업지향 리더십이 부하의 조

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을 하였는데, 상사가 명확한 과업 목표와

과제를 부여하는 등 역할 모호성을 줄여주는 것을 조직원이 상사가 도움

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여 조직시민행동이 보답의 형식으로 제고된다는 논

의를 하였다. 이처럼 과업지향 행동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만큼, 이와 유사한 하위요소를 가지는 로

고스적 리더십도 조직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박천

오(2009)에서 한국의 중앙부처 중상위직 공무원의 리더십 역량에 대해 실

증조사를 한 결과 한국 공무원들은 상사가 역할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리더십 역량으로 평

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로고스적 리더십이 한국적 맥락에서도 조

직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일반적인 경우 로고스적 리더십은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일반론은 명확한 명령체계와 상명

하복의 공식조직에 적합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삼

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같은 자율봉사조직에 적용하기에는 조직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 자율방범대의 경우 대장과 대원의 관계가 상명하복에 이

르지 않고 공식조직에 비해 상당히 수평적이다. 이에 대장이 지나치게 이

성적으로 행동하거나, 과업의 명확화 및 전달을 강조할수록 자율방범대원

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봉사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김호균․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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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서, 시민단체의 경우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기 때문에 조직 성격상

내부적 규범과 지침에 순응적이게 되므로, 대장이 명확하게 명령을 내려

조직원이 이에 순응하도록 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또한,

업무 자체가 현장 중심적이어서 어떠한 지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에 이성의 영역이 활용될 여지가 적다(김연숙, 2014). 이에 본 연구의

자율방범대원과 그 조직성과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장의 로고스적 리더십이

강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파토스 리더십의 경우 대장의 감성지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

할 수 있다. 감성지능은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감성

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를 관계에 활용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 이런 감성지능와 조직 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Goleman(1995)에서는 리더가 가지는 감성지능이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했고, Abraham(1999)도 업무 성과에 감성지능

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Nikolaou & Tsaousis(2002)에

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감성지능과 조직몰입도 사이에 상관관계

가 있음을 보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정명숙․김광점(2006), 정현영(2006),

강경석․김철구(2007)에서 각각 병원 조직, 위탁급식업체 조직, 학교 조직

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조직 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감성지능이 조직 몰입도를 포함한 조적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처럼 일반론적으로 파토스적 리더십은 조직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방범대도 대원 상호간 비교적 강한 유

대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파토스적 리더십에 관한 일반론이 자율방

범조직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로고스적 리더십과 비교해 볼 때도, 자

율봉사조직의 경우 이성적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것보다 대원의 감정을 이

해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충분히 예견

해볼 수 있다. 박효정(2013)에서도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인 학교장과 학생

의 관계에 있어서 감성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에, 파토스적 리더십이 자율방범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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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에토스 리더십의 경우 윤리적 리더십과 비전 제시능력에

관한 리더십인데, 윤리적 리더십의 경우 오랜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 몰입

도를 비롯한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주장되어왔다.

Mowday(1998)에서는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태도 등에 영향

을 미치고, 이는 업무 성과 향상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몰입하는 정도에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Yukl(2006)에서는 윤리적 리더가

조직 구성원의 모범이 됨으로써 상호 신뢰감이 형성되어 성과 향상이 이

루어진다고 논의했다. 또 Koh & Boo(2001), Schiminke, Ambrose &

Noel(1997), Viswesvaran et al.(1998)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이 직․간접적

인 영향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 몰입도 향상에 기여함을 보였다. 실증

분석을 통한 연구도 있었다. 신철우(2006)에서는 리더의 윤리성이 높을수

록 조직 몰입도가 상승함을 실증적으로 보였으며, 이명신, 장영철(2010)에

서는 대기업을 실증 조사하여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성과를 향상시킴을 보

였다. Zhu et al.,(2004)에서도 윤리적 리더십을 자발적으로 구성원들이 조

직의 목표와 가치를 받아들이고, 리더에 대한 신뢰성을 습득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조직 몰입도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에토스적 리더십의 또 다른 하위요소인 비전제시 능력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의 영감적 동기부여와 유사하다. 영감적 동기부여는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매진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논의되었다. Bennis & Nanus(1985)는 리더의 비전

제시는 현실적,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의 이미지를 제공해야 한

다고 말하며, 비전이 강력할수록 조직원들의 경험이 촉진되고 조직에 몰

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론적으로 에토스적 리더십도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경우 특히 더 에토스

적 리더십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방범대는 금전과 같은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봉사체이기 때문에 확

고한 명령․복종 체계가 없으므로 로고스적 리더십의 성격이 약하며, 조

직이 독립적이고 친목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파토스적 리더십의 성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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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 자율방범대장의 로고스적․파토스적․에토스적 리더십은

대원의 조직 몰입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매우 강하진 않다. 또한 시민단체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만큼 대장과 대

원들은 관료가 가지는 자기 이익․조직 이익 극대화 논리나 기업 조직 경

영진의 이윤 극대화 논리 등에서 자유로운 사명 지향적 의식을 지니고 있

으며, 대의명분에 헌신적이다(한상규, 2005). 김연숙(2014), 신동규(2014)에

서도 시민단체에 대한 리더십 연구를 수행한 결과 리더가 조직원의 영감

을 고취시켜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적․혁신적 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조직

몰입도가 상승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음의 가설을 수립했다.

1. 리더십 유형과 조직 몰입도의 관계

가설-1. 자율방범대장의 로고스적 리더십은 대원의 조직 몰입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자율방범대장의 파토스적 리더십은 대원의 조직 몰입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자율방범대장의 에토스적 리더십은 대원의 조직 몰입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본 연구는 가설에서 독립변수로 로고스적 리더십, 파토스적 리더십, 에

토스적 리더십으로 구성된 리더십을, 종속변수로는 조직 몰입도를 설정하

였다. 독립변수로 설정한 3가지 유형의 리더십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리더십 유형을 바탕으로 새로이 재구성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조작적 정

의를 하였으며,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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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경우, 각 리더십 유형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문항을 활용함과 동시에 새로 개발한 문항을 접목하였다.

1. 독립변수 -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

1) 로고스적 리더십

로고스적 리더십은 리더가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과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논리적․합리적․이성적 지휘로서 구성원의 헌신을 이끌어 내

는 리더십으로서 합리적 리더십으로도 명명할 수 있다. 로고스적 리더십

은 논리성, 합리성, 지식, 업무수행능력으로 구성되며, 논리성은 리더가 

정보 전달과 계획 지시에 있어 명료․정확하며 객관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

한다. 합리성은 리더가 집단 운영에 있어 합리성을 보이고, 합리적 보상

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지식․업무수행능력은 리더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적․신체적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말한다. 위 세부 하위 요건에 따

라 총 8문항의 설문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2) 파토스적 리더십

파토스적 리더십은 리더가 자기와 타인의 감성에 대한 이해와 조절을 

바탕으로 감성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헌신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서 감성적 

리더십으로도 명명할 수 있다. 파토스적 리더십은 Goleman, Boyatezis 

& Mckee(2002)가 개인적, 사회적, 자각 및 관리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

한 4가지 차원 : 자기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사회적인식능력, 관계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Wong & Law(2002)가 개발한 설계문항 중 연구 목적

에 맞게 수정한 8개를 선별해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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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토스적 리더십

에토스적 리더십은 리더가 윤리적 심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신뢰를 

획득하고 집단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의 헌신을 이끌어 내는 것으

로서 비전과 윤리의 리더십으로도 명명할 수 있다. 에토스적 리더십의 하

위요소로서 Brown et al.(2005)이 개발한 윤리적 리더십 관련 설문 문항

을 연구 목적에 맞게 변용하여 활용하였으며, 이에 더해 Bass & 

Avolio(2004)의 MLQ(Multifactor Questionnarie)에서 부하들에게 성공

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열정을 불어 넣는 것에 관한 항목인 영감적 동

기부여 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게 변용하여 활용하였다. 

2. 종속변수 - 조직 몰입도

종속변수인 조직 몰입도는 Mowday et. al.(1982)에 따르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을 위해 높은 수

준으로 헌신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조직 구성원이 목표나 가치에 대해 강

한 신뢰를 보이고, 조직에 헌신하겠다는 의지와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겠다

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개인이 동일화된 정도와 동일화하려는 자발적 

의지로 볼 수도 있다(김호균, 2007: 26).

이에 본 연구에선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감의 정도를 의미하며, 집단에 소

속되고자 하는 욕구와 심리적 애착을 유발시켜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내

재화하고 특정 집단에 공헌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Mowday et. al.(1979)가 사용한 조직질문지를 

기반으로 김일원(2005)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 39 -

변수 구성요소 구분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 여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50대 이상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참여연수
1년 이하, 1~2년, 2~3년, 3~4년, 5

년 이상

연소득
1천만원 이하, 1~3천만원, 3~5천만

원, 5~7천만원, 7천만원 이상

계급 고문, 팀장, 총무, 대원

지역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3. 통제변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다양한 조직적, 개인적 특성이 조직 몰입도에 영

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 외의 다른 요인들은 통

제변수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조직 몰입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4>에서처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통제변수로는

성별(Condern, 2002), 연령(Steers, 1977), 학력(Angle & Perry, 1986;

Brooks, 2002), 참여연수(Buchanan, 1974), 소득, 계급(Sheldon, 1971;

DeCotiis & Summers, 1987), 지역을 설정하였다.

<표-4> 통제변수 :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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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성
문항 

번호

문

항 

수

측정도구

로고스적 

리더십

논리성, 합리성, 

지식, 업무수행능력
Ⅰ: 1-8 8

파토스적 

리더십

자기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사회적인식능력, 

관계관리능력

Ⅱ: 1-8 8 Wong & Law(2002)

에토스적 

리더십
윤리성, 비전 제시 Ⅲ: 1-8 8

Brown et al(2005),

Bass & 

Avolio(2004)- 

MLQ(Multifactor 

Questionnarie) 

조직몰입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Ⅳ: 1-7 7
Mowday, 

Steers&Poter(1979)

인구통계학

적 변수

성별, 나이, 학력, 

참여연수, 연소득, 

계급, 지역

Ⅵ: 1-6 6

4.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전체 문항 수는 40문항이며, 독립변수로서 로고스적 리더십

에 관한 설문문항이 8개, 파토스적 리더십에 관한 설문문항이 8개, 에토스

적 리더십에 관한 설문문항이 8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조

직 몰입도에 관한 설문문항이 7개,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관련한 설문문항

이 2개이며, 이외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서 통제변수에 해당하는 설문문

항이 6개이다.

<표-5> 설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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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조직

몰입도를 측정하고, 리더십 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

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의 자율방범대

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11월 초순 선정된 양천․영등포․관악구 3개 구의 경찰서 관내

지구대를 통해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 대장의 연락처를 수집하였으며, 각

자율방범대장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설문조사 가능 일자를 확정하

였다. 설문 일시는 개개 자율방범대의 월례회의 또는 긴급회의가 있는 날

로 정했으며, 이후 정해진 날짜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

하였다. 자율방범대 조직이 개개 자율방범대 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만큼 설문조사 실

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4년 11월-12월 초순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곳의 자율방범대(양천구 4곳, 영등포 2곳, 관악구 4곳)에 설문

을 실시하여 총 150여 부의 설문 조사지를 배포하였다. 총 배부한 150부

의 설문지중 13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 13부를 제외

한 117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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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내용 분석방법

표본의 일반적 특성 빈도분석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 Cronbach's α

전체 변수들 간 상관관계 상관관계분석

리더십 유형 별 조직 몰입도간의 관계 회귀분석, 다중 회귀분석

2. 자료의 분석방법

취합된 설문지는 SPSS v.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다

음의 <표-6>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이후, 변수에 대

한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활용하여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가설 검증을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참여연수, 연소득,

계급, 지역으로 설정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6> 통계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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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의 분석결과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성별, 나이, 학력, 참여연수, 연소득, 계급

으로 구분해 보았다. 총 응답자 11명 중 남자가 95명(81.2%), 여자가 22명

(18.8%)였으며, 나이로 살펴보면 50대가 60명(51.3%)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엔 40대가 34명(30.0%), 30대 7명(6.0%), 60대 이상 16명(12.7%)순이

었으며, 20대 자율방범대원은 없었다. 학력을 보면, 고졸이 70명(59.8%)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엔 대졸이 36명(30.8%), 중졸이하 9명(7.7%), 대학

원 석사가 1명(0.9%)였다. 대학원 박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1명(0.9%)

있었다.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한 연수를 살펴보면,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68명으로 (58.1%)를 차지했으며, 2~3년이 16명(13.7%), 3~4년이 18명

(15.4%), 1년 이하가 9명으로 (7.7%), 1~2년 이하가 6명으로 (5.1%)였다.

연 소득을 보면, 3~5천만원이 45명(38.5%)로 제일 많았으며, 5~7천만원이

17명(14.5%)로 그 뒤를 이었다. 1천만원 이하와 1~3천만원이 각각

12(10.3%)와 37명(31.6%)였으며, 7천만원 이상인 사람도 6명(5.1%) 있었

다.

이상의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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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 항목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95 81.2

연령

20대 0 0
여자 22 18.8 30대 7 6.0
총계 117 100 40대 34 30.0

학력

중졸 9 7.7 50대 60 51.3

고졸 70 59.8
60대 

이상
16 12.7

대졸 36 30.8 총계 117 100
대학원 

석사
1 0.9

근무

연수

1년 

이하
9 7.7

대학원 

박사
1 0.9 1~2년 6 5.1

총계 117 100 2~3년 16 13.7

소득

1천만원 

이하
12 10.3 3~4년 18 15.4

1~3천

만원
37 31.6

5년 

이상
68 58.1

3~5천

만원
45 38.5 총계 117 100

5~7천

만원
17 14.5

계급

대원 111 94.9

7천만원 

이상
6 5.1 총무 2 1.7

총계 117 100 팀장 4 3.4

거주

지역

양천구 44 37.6

총계 117 100

영등포

구
25 22.4

관악구 48 41.0

총계 117 100

<표-7>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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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볼 때, 자율방범대원의 성

별은 남자 구성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업무 특성상 방범

등에 있어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고, 야간에 순찰활동을 진행되는 점이 일

반적인 경우 여성의 참여에 불리한 점이 있으며, 자율방범대가 조직․통

솔 체계와 복제 및 활동 등에 있어 경찰조직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자발적 봉사조직의 경우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상

당히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연령 측면에서는 50대 이상이 70%에 달하고, 30대 이하가 6%밖에 되

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자율방범대원 중 고령층이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참여율이 저조한데는 청장년층 중 자영업 종사자

의 비율이 낮아 자율방범대 참여율이 적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청장년층

의 지역 사회 및 치안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율방범대의 성장 동력을 확

보하기 위해 젊은 층을 유입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대원의 근무연수를 볼 때, 5년 이상 근무한 장

기 근무자가 60% 정도를 차지하며, 갓 조직에 진입한 1년 이하 대원은

약 8%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신규 진입자의 유입은 자율

방범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할 것이며 특히 청장년층의 신규 유입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동일 대상에 대해 반복적 통계 기법이 적용되었

을 때 시행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느냐의 문제이다. 이 신뢰도가 확보

되어야 연구의 정밀성이 보장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

을 활용하여 내적 신뢰성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상당히 양호하고, 0.6 이상이면 하자가 없는 것으

로 이해되는 바, 본 연구에서도 위의 일반적 기준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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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Cronbach's α 변수
Cronbach's 

α

리더십

로고스적 

리더십
0.874

0.911
조직 

몰입도
0.913

파토스적 

리더십
0.923

에토스적 

리더십
0.923

1. 리더십 행동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

Cronbach's α값을 통해 신뢰성 분석을 한 결과 <표-8>와 같이 로고

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 각각의 경우 Cronbach's α의 값이 0.874, 

0.923, 0.923로 매우 높게 나왔다. 즉, 0.7 이상이면 상당히 양호하다는 

일반 사회과학방법론에 따를 때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표-8> 리더십 행동 및 조직몰입도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

2. 조직 몰입도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

Cronbach's α값을 통해 조직 몰입도의 신뢰성을 분석하니 위의 <표

-8>에서와 같이 0.913이 나왔으며, 이는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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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최소

값

구성 개념 간 상관관계

1 2 3 4

1.로고스 

리더십
3.9043 .74724 5 1 1.00

2.파토스 

리더십
3.7903 .75236 5 1.63

.581

**
1.00

3.에토스 

리더십
3.7247 .77850 4.75 1.63

.541

**

.735

**
1.00

4.조직 

몰입도
4.1740 .80652 5.00 1.57

.362

**

.651

**

.693

**
1.00

제3절 가설의 검증 및 분석결과 해석

1. 연구변수의 기본통계량 및 상관관계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 변수들의 기본 통계량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기본 통계량으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상관관계

로는 Pearson 상관계수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가 다음의 <표-9>에 제

시되어있다.

<표-9> 기본통계량 및 상관관계(n=117)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기본 통계량을 살펴볼 때, 자율방범대원들은 자율방범대장이 로고스적

리더십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인식했고, 그 다음으로는 파토스적 리

더십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상대적으로 대장의 에

토스적 리더십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자율방범대장의 선출에

있어서 개인적 윤리성과 비전 제시 역량이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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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율방범대원들의 조직 몰입도는 4.17로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

었는데, 이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치안 및 질서 확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

과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순찰 시간은 월 평균 3.02 시간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1주일

평균 3시간을 자율방범대 활동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월례회의나 지역행사 등 부대 활동을 제외한 순 순찰시간을 의미한다. 자

율방범대 내에서 2-5명씩 조를 짜서 순환근무를 서고 있는 만큼 주 당

순찰 시간이 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율방범대원 대부분이 주간에 생업

에 종사하고 있는 점, 순수 자원봉사의 성격이라는 점, 순찰 시간대가 22

시 이후의 심야 범죄 취약 시간대라는 점 등에서 결코 적은 순찰 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독립변수인 3가지 리더십 유형은 모두 조직 몰

입도라는 종속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이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리더십 유형을 중심으로 조직 몰입도

를 측정한 타 논문의 경우에도 리더십 유형간 상관관계가 높게 설정되었

기에 이 점은 리더십 연구의 일반적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2. 가설의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인과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을

포함한 독립변수와 조직 몰입도의 종속변수 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고자 했다. 그 결과가 다음의 <표-1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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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통제변인+3 리더십 유형)과 조직몰입도 간 회귀분석

결과(n=117)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2.199 .757 2.690 .000

로고스적 

리더십
-.084 .100 -.072 -.841 .402 .553 1.809

파토스적

리더십
.298 .107 .289 2.798 .006 .384 2.606

에토스적

리더십
.356 .086 .417 4.138 .000 .403 2.480

성별 -.291 .143 -.170 -2.038 .044 .587 1.702

나이 -.078 .090 -.068 -.871 .386 .671 1.491

학력 .059 .108 .045 .542 .589 .600 1.667

근무연수 .114 .056 .164 2.037 .044 .633 1.579

소득 -.029 .062 -.034 -.461 .646 .757 1.321

계급 .006 .122 .003 .046 .963 .827 1.210

지역d1 -.212 .164 -.104 -1.292 .199 .633 1.581
지역d2 -.150 .154 -.086 -.971 .334 .519 1.925

R² .594

수정된 

R²
.549

F value 21.829(p=.000)

Durbin-

Wats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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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에서 통제변인과 3가지 리더십 유형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p=.000으로 모형이 유의미했으며, 통제변인 중 성별과 근무

연수, 독립변수 중 파토스적 리더십과 에토스적 리더십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했다. <표-10>에서 F-value 21.829, 유의 수준 p=.000으로 회귀선

은 모형에 적합하게 설정되었으며, Durbin-Watson 값이 2에 가까워 잔차

간에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에서 VIF 값 20

이하, 공차한계 0.1 이상이어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이에 적정한

회귀분석 모형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표-10>를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고자 할 때, 3가지 리더십 유

형 중 로고스적 리더십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파토스적 리더십과 에토스

적 리더십만 유의미했다. 이는 자율방범대원의 조직 몰입도에 대장의 파

토스적 리더십과 에토스적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고, 로고스적 리더십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파토스적 리더십의 경우 조직 몰입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그

베타값이 .289이었다. 이에 가설-2가 채택된다. 에토스적 리더십의 경우에

도 조직 몰입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그 베타값이 .417였다. 이에

가설-3도 채택된다. 한편 에토스적 리더십의 베타 값이 .417인데, 이는 다

른 리더십 유형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에토스적 리더십이

파토스적 리더십 보다도 대원의 조직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파토스적 리더십과 에토스적 리더십이 자율방범대원의 조직 몰입

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첫째, 파토

스적 리더십으로서 대장이 감성지능을 활용하여 자신과 대원의 감성영역

을 관리하는 역량이 대원들의 조직 몰입도를 높인다. 자율방범대원 활동

은 자원 봉사활동이기에 소위 마음이 맞는 사람이 많을수록 활동의 효과

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대원들 간, 대원과 대장 상호간에 감정적 연대

가 형성되어야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속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적 특

성상 파토스적 리더십이 조직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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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에토스적 리더십으로서 대장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

원들의 신뢰감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대

원들의 조직 몰입도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율방범대 조직이 느슨

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대장이 이를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하기에 대원들이 사회생활에 있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

는 대장에게 신뢰감을 보이고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자칫 단조로

울 수 있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대원들에게 설득시키

는 비전 제시 능력이 중요하기에 에토스적 리더십이 조직 몰입에 큰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이하게도,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대장의 로고스적 리더십은 영향력이

없었다.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업무 중심적이지 않아 과업에 대한 논리적

전달의 필요성이 적고, 조직 차원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없기에 합리성의

요건을 포함한 로고스적 리더십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제변인 중에선 성별과 근무연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성별의

경우, 베타계수가 -.170이었고 여성 자율방범대원일수록 조직몰입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방범대 구성원의 80% 이상이 남성이고, 자율방

범대 활동이 순찰, 방범 등 신체적 능력이 요구될 수 있는 점, 또 야간 범

죄취약 시간인 오후 10시-새벽 2시까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점 등에

서 여성들의 조직 몰입도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주간에도 순찰을 돌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여성․청소년 관련 사안에 대한 접근성이 남성

에 비해 더 높은 만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여성 대원의

참여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통제변인 중 근무연수의 경우, 베타계수가 0.164였으며 근무연수

가 높을수록 조직 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낄 때

가능한 것이므로 근무연수가 높을수록 조직 몰입도가 향상되는 것은 당연

한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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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 이론적 성과

첫째,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의 유형을 제시했다. 그간의 리

더십 논의는 고위직 리더에 관한 내용이 지배적이었으며, 중간관리자 이

하나 소규모 집단의 리더에 대한 리더십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상대

적으로 중간관리자나 소규모 집단의 리더의 경우 면대면 접촉이 많고 직

접적인 리더십 관계에 있으므로 최고위층의 리더십과는 다른 형태를 지니

기에 다른 형태의 리더십 유형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방범대와 같은 봉사

조직의 경우 금전, 승진 등과 같은 과업 완수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

고, 순수한 개인적 동기와 헌신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므로 다른 틀의 접

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리더십 분류가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에 초점

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된 바, 전체 리더십을 유형화한 분류법이 필요했으

며,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 나오는 설득의 3요인인 로고스, 파토스, 에

토스를 리더십과 연결하여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리

더십의 의미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전체의 리더십을 유형화하는 틀을 연

구하는 관점의 전환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에 관한 설문문항을 작성하였

으며, 설문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타당성을 검

증하지는 못하였지만 계속되는 관련 연구로 타당한 척도가 개발될 가능성

을 열었다.

셋째, 자율방범대에 관한 외부적 요인에서 내부적 요인으로의 관점의

전환을 이루었다. 이전의 자율방범대 연구는 인센티브 제공, 인원 확대 등

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활성화 전략을 모색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그간의 물적, 양적 확대 전략과는 차별화된 내부적 요

인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에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할 내부적 요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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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이라는 중요한 요소에 관한 연구를 수행코자 했다. 이는 자율방범

대를 내실화할 관점을 내부적 요인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관점의 전환을

보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리더십 연구이다. 다른 조직에

있어서 리더십 연구는 많이 수행된 바 있으나, 자율방범대에 관해서는 리

더십 관련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이 조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며, 특정 리더십 유형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다섯째, 자율방범대 관련 연구의 시대적 흐름을 정리하였다. 그간의 자

율방범대 관련 연구를 보면, 초기 치안 공동생산론에 바탕을 두어 진행되

던 연구는 자율방범대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확립했고, 중기엔 활성화 전

략을 모색하며 제도적 안정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에는 선행 연구

들을 바탕으로 IT 기술, 환경공학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의 간학문

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도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영역과 자율

방범대를 교합시키면서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데 이바지 했다.

2. 실증적 연구 성과

첫째,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과 조직 몰입도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 보였다. 그 결과 조직 몰입도에 관한 모형의 설명력이 통제

변인만을 포함시켰을 경우보다 통제변인과 함께 3가지 리더십 유형을 포

함했을 때 크게 증가함이 드러났다. 이는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

십이 조직 몰입도에 대한 설명력이 큼을 입증한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추후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열렸

다.

둘째, 파토스적 리더십과 에토스적 리더십이 자율방범대원의 조직 성

과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침을 보였다. 그 간 자율방범대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전무했으므로, 본 연구에서 최초의 시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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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토스적․에토스적 리더십이 다른 유형보다 조직 몰입도 및 조직의 활동

성에 상당히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장의 파토스와 에토스를 강화하는 방향의 전략 수립이 자율방범대

활성화 전략으로 유의미하게 제안된다.

셋째, 로고스적 리더십이 3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모두 고려했을 때 자

율방범대원의 조직 몰입도에 영향력을 유의미하게 미치지 못함 보였다.

일면, 자율방범대 조직은 경찰 조직과 체계와 과업이 비슷하므로 이성에

기반한 업무 부과나 논리적 명령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

만 실증 분석 결과 대장의 로고스적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엔 자율방범대와 같은 비공식적

조직에 대해 리더십 연구를 수행할 때, 기존의 리더십 논의와 다른 맥락

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간 리더십 연구는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공식적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리더십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리더

십 연구는 공식적 조직에 대한 리더십 연구와는 다른 틀의 접근이 필요하

다는 점이 지적된다.

3. 종합 논의

자율방범대는 외부적 인센티브에 대한 민감성이 적으므로 내부적 요인

으로서 리더십을 관리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

한 전략을 구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방범대장의 선정에 있어 자질을 판단하는 공적 절차를 거쳐

야 한다. 현재는 자율방범대의 선정이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문에 소위 근무 연수가 높거나 인지도가 높은 경우 자율방범대 대장

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장의 리더십 효

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이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대장 후보자

를 선출하고, 검증과정을 거친 후 자율방범대장으로 선출하는 공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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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현재는 경찰서장이 단순히 임명식에만 참여하여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선출한 자율방범대장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선에 그치고 있

지만, 적극적인 파트너십 형성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선 대장의 선

정에 있어서부터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파토스적․에토

스적 리더십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대장의 감성지

능 활용 역량과 윤리성, 그리고 비전 제시 능력을 기준으로 적합자를 선

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경찰 내지 지자체가 자율방범대장의 선

발 등에 있어 직접적으로 협력한다면 이는 조직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존

중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둘째,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 훈련이 필요하다. 대장의 선정 과정에서

도 개인적 자질 및 리더십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대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경

찰 및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책은 대부분이 소규모 금전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이 대원

들의 자체 회비로 충당되고 있어 그 효과성이 미미하다. 이에, 경찰 및 관

련 지자체는 자율방범대장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해 리더십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파토스적․에토스적 리더십

의 유효성이 상당히 큰 만큼 자율방범대장의 감성지능 활용 및 윤리성과

비전 제시 능력에 관련한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현재 일선 경찰관에 대한 리더십 훈련은 상시 개최되고 있다. 승

진 시 필수 교육에 리더십 훈련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급별․직무별

리더십 훈련 과정도 잘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확대․발전시켜 자율방범대

장에 적용한다면 충분히 그 효과성을 창출할 수 있다.

리더십 외의 사항에서 자율방범대에 관한 시사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

다. 무엇보다 경찰이 자율방범대원 및 대장을 포함한 자율방범대 인원에

대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경찰과 자율방범

대의 교류는 치안센터장이 자율방범대의 월례회의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

치며, 합동 순찰을 하는 횟수도 연 3-5회 수준으로 매우 적다. 이는 파출

소 체제에서 지구대 체제로 개편되면서 지구대의 관할 구역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주민과의 접촉이 줄어들었고, 지구대의 교대 근무 시스템과 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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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원 교체로 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다

수의 자율방범대를 탐문한 결과 공통적으로 경찰과의 협력 부족에 아쉬움

을 나타냈다. 경찰과의 합동 순찰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은 자율방범대원

에게는 근무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경찰에게는 지역 치안 정부

수집 및 치안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가 될 것이기에 확대 노력이 필요하

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첫째,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 설문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

했다. 설문의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에

기반한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한 리더십 설문을 제작

하지 못하였다. 추후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설득이라는 것에 바탕으로 성

립된 로고스․파토스․에토스적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한 척도가

개발되길 기대해본다.

둘째, 자율방범조직에 대한 연구를 수행 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설문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자율방범조직은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

으며, 개별 자율방범조직이 연합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서울

시의 경우 구(區)별 자율방범대장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으

나, 자율방범대원들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하는 경우는 없다. 이에 자율방

범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직접 자율방범대원의 영업장을 찾아

가 설문조사를 실사하거나, 개별 자율방범대에서 개최하는 월례회의 또는

회식장소를 찾아가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기에 많은 수의 표본을 수집하

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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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의 박종찬입니다.

 본 설문지 내용은 자율방범대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자율

방범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제8, 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문적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지역치안 강화에 크게 이

바지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름 : 박종찬    

나의 자율방범대장은...

1.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몇 

마디 짧은 말로 명확하게 표현한다.
 (      )

2. 자신의 분노와 어려움을 이성적으로 극복하는 것 같다. (      )

3.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 (      )

보기

전혀                                                 매우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1----------2----------3----------4----------5

<부록 : 설문지>

Ⅰ. 다음은 ‘합리적 측면’의 리더십에 관한 설문입니다. 

※ 빈 칸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1~5의 숫자를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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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원들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다. (      )

5.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      )

6. 자율방범대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      )

7. 업무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한다. (      )

8. 업무 효율성을 높일 적절한 전략을 제시한다. (      )

나의 자율방범대장은...

1.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      )

2. 항상 자신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      )

3. 항상 스스로 최선을 다 하도록 자신을 격려하는 것 같다. (      )

4.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하는 것 같다. (      )

5. 항상 스스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다짐하는 것 같다. (      )

6.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인 것 같다. (      )

7. 대원들의 감성을 잘 이해한다. (      )

8. 대원들이 화가 났을 때 진정시키는 등 감성을 잘 조절한

다. 
(      )

보기

전혀                                                 매우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1----------2----------3----------4----------5

Ⅱ. 다음은 ‘감성적 측면’의 리더십에 관한 설문입니다. 

※ 빈 칸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1~5의 숫자를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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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자율방범대장은...

1. 사생활에서도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      )

2.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다. (      )

3. 성공의 판단기준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얻은 방법

론도 포함한다.
(      )

4. 자율방범대의 윤리나 가치관에 대해 대원과 이야기하는 

편이다.
(      )

5. 어떻게 일을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기

준을 보여준다. 
(      )

6.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끄는 이미지를 

제시한다.
(      )

7. 대원들이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      )

8. 대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

도록 한다.
(      )

나는...
1. 친구들에게 내가 참여하는 자율방범대가 좋은 곳이라고 

말한다.
(      )

보기

전혀                                                 매우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1----------2----------3----------4----------5

보기

전혀                                                 매우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1----------2----------3----------4----------5

 Ⅲ. 다음은 ‘비전과 윤리적 측면’의 리더십에 관한 설문입니다. 

※ 빈 칸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1~5의 숫자를 표시해 주십시오.

Ⅳ. 다음은 ‘조직 몰입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 빈 칸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1~5의 숫자를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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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참여하는 이 자율방범대의 일원임을 남에게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      )

3. 우리 자율방범대의 어려움과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 (      )

4. 우리 자율방범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직무라도 받아

들이겠다.
(      )

5. 내 가치관과 우리 자율방범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      )

6.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율방범대 중에서 지금 참여

하고 있는 이 자율방범대가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
(      )

7.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자율방범대는 내가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      )

Ⅴ.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나 내용을 괄호 안에 표시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       )  

2. 귀하의 나이는?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  

     )

3. 귀하의 학력은?  ①중졸 이하  ②고졸  ③대졸  ④대학원 석사 ⑤대학

원 박사

                (       )

4. 귀하의 자율방범대 참여연수는?  ① 1년 이하   ② 1~2년   ③ 2~3

년   

                               ④ 3~4년      ⑤ 5년 이상    (    

   ) 

5. 귀하의 연소득은?① 1천만 원 이하  ② 1~3천만 원 이하  ③ 3~5천

만 원 이하                  ④ 5~7천만 원 이하  ⑤ 7천만 원 이상  

  (       )

6. 귀하의 자율방범대 계급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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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s' Leadership on the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 Focused on Logos․Pathos․Ethos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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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safety police is the foremost police force that affects greatly

on civilians' sense of security and stability. Lots of police officers

endeavor day and night to accomplish their duty, but chronic deficit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has caused vacuum in public order.

Furthermore, the police forces focus mainly on the aftermath of the

criminal incident, leaving the role of crime-prevention and patrol less

inte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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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ary guard corps can be an appropriate solution that could

supplement the deficit of police forces, making the community safer.

Voluntary guard corps is a volunteer organization that operates at

night, doing patrol and looking after the people vulnerable to crimes.

Each group has 30 to 40 members with relatively strict rules and

command system. Voluntary guard corps yields several positive

benefits. It promotes the public order, participants can enhance their

civil spirit, and community network can be formulated which help

police detect and prevent crimes easier.

However, most studies related to voluntary guard corps have

focused mainly on augmenting the official incentives provided by

public authorities. This strategy is less realistic and effective. In order

to invigorate the voluntary guard corps, the perspective should be

changed, focusing on group's inner aspects, mostly its leadership.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learn the effect of the voluntary

guard corps' leadership on the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devised Logos leadership, Pathos leadership and Ethos leadership.

Existing leadership types are not mutually exclusive, harming the

validity as a scale. Also, most existing leadership types focused on the

high ranking officials making less adoptable for this study. So this

study connected the Aristotle's rhetoric with leadership, and developed

Logos, Pathos, Ethos leadership types, based on the idea that the

leadership is fundamentally a persuasion.

By studying preceding research analysis, hypotheses were

concretely designed. Logos leadership was expected to give negative

impacts on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Pathos leadership to

give positive impacts; Ethos leadership to give positive impacts.

Survey was done among the voluntary guard corps' memb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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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Chun-gu, Yeong-deung-Po-gu, Kwan-Ak-gu. 117 survey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research and Logos leadership was statistically

irrelevant, and both Pathos and Ethos leadership affected positively on

the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the control variables

such as sex, age, academic ability, etc., both sex and years of

participation showed statistical relevance. Woman showed l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longer years of participation showed

greater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empirical study indicates that leadership education for the

leaders of voluntary guard corps is needed, especially on leaders'

Pathos and Ethos leadership. Also, the public authority should

cooperatively elect the leader of voluntary guard corps among the

candidates with greater Pathos and Ethos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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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Ethos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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