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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논문은 목표의 모호성이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직무몰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다만, 대다수의 변수들이 직무 스트레스, 관리자의 리더십, 

사회적·물질적 보상 등으로 경찰관의 목표의 모호성이라는 변수가 

직무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저자가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복잡한 치안 현장에서 

목적의 모호성이 경찰관들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경찰은 대한민국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 날로 복잡해지는 범죄와 

싸우고 사회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에서 불법행위를 제지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무엇을 우선으로 

달성하고자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 상태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목표의 모호성이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우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목표의 모호성과 직무몰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존에 사용되었던 

설문문항들을 수정하였고, 설문조사 응답자 82명 중 75명이 유효한 

응답을 하여 75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목표의 모호성은 목표에 대한 경쟁적 해석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영한 교수의 목표의 모호성에 대한 4가지 차원의 목표의 

모호성의 사용하였다. 다만, 전영한 교수의 목표의 모호성의 분석수준은 

조직 수준이나, 이 연구의 목표의 모호성에 대한 분석수준은 개인이고 

조직이 가지는 목표의 모호성이 아닌 조직 내의 부서 자체의 목표의 

모호성을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4가지 차원의 목표의 

모호성인 사명이해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의 정의를 조작하였다. 

사명이해 모호성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속한 부서 

- iv -

직무의 목표를 개인이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이고, 지시적 모호성은 개인이 부서의 사명이나 일반적 

목표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이다. 평가적 모호성은 

개인이 부서의 사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성과를 평가하는데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이며, 우선순위 모호성은 목표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느 목표를 우선해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의 경쟁적 해석의 정도이다. 

종속변수는 직무몰입으로, 직무몰입의 하위차원인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 3가지 차원으로 정의를 조작하고 각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직무의 중요성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고,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이 정서 

상태이다. 현부서 만족은 자발적으로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어하는 

정도인 보직변경의도를 역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을 분석한 결과,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인 목표의 모호성과 종속변수인 직무몰입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가 모든 종속변수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하여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사명이해 모호성은 직무의 중요성과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평가적 모호성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우선순위 모호성은 직무만족과 현부서 만족에 부(-)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다만, 지시적 모호성의 경우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각각의 목표의 모호성 

하위 차원이 각각의 직무몰입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난 

것이다. 이는 목표의 모호성에도 다양한 차원이 있으며 하위차원마다의 

특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연령, 성별, 

계급, 근무기간 등의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서에 따른 목표의 모호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도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의 직무몰입을 위해서는 부서내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부서내 목표의 모호성 

차원에 따라 직무몰입의 하위 차원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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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각각의 목표의 모호성 

하위 차원이 각각의 직무몰입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난 

것이다. 이는 목표의 모호성에도 다양한 차원이 있으며 하위차원마다의 

특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연령, 성별, 

계급, 근무기간 등의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서에 따른 목표의 모호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도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의 직무몰입을 위해서는 부서내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부서내 목표의 모호성 

차원에 따라 직무몰입의 하위 차원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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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찰은 최일선에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국가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며, 이러한 경

찰활동은 오늘날 모든 국가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과 의무이다(윤

현석·이동원, 2012) 치안이 불안한 사회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 손실뿐 아

니라 범죄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을 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생성하고 이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

서 경찰관들이 치안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 조직은 대한민국의 치안유지라는 큰 목표 아래 치안 유

지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하위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경찰 조직 내의

부서들은 각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 조직 내에는 경무, 생활안전, 수사, 정보, 보안, 외사, 청문, 홍보

등의 여러 부서가 있고, 각 부서별1)로 직무의 특성이 있으며 그 업무 내

용은 모두 상이하다. 각 부서는 치안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세부적인 하

위 목표를 달성하려 하며, 치안 유지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서는 경찰조직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인 톱니바퀴처럼 경찰 행

정 작용을 하고 있다.

생활안전부서는 범죄예방 및 초동조치, 수사부서는 범죄자의 사법처

리, 정보부서는 치안정보 수집, 경비 부서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의

하위 목표를 지니고 있고, 그 외 다른 부서의 경우도 고유한 부서의 목

표를 지니고 있다.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

단 성폭행 사건2)을 시작으로 조두순3) 사건, 고종석 사건4), 인천 보육교

1) 경찰청 조직 : 8국 8관 31과 16담당관
2) 2004년 1월부터 11월가지 경상남도 밀양시 및 인근 지역 고등학생들이 여중생 자
매 2명을 성폭행하는 등 집안으로 여중생 및 여고생 7명을 강간, 성관계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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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동학대 사건5),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6) 등 성폭력·가정폭력·아

동학대·실종 등의 사건들이 이슈화 되면서 부서가 확대개편되었다. 박근

혜 정부의 4대악 척결이라는 목표와 함께 생활안전국 내에 여성청소년계

가 여성청소년과로 확대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도 경찰청 내의

여성청소년과가 여성청소년국으로 승격 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아동·노인·사회적 소수자 등의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

중되면서 여성청소년과 부서의 규모와 역량이 확대되고 부서 고유 업무

의 범위가 점차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서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달리 현 부서의 주소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먼저 대다수의

부서내의 조직원들이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 이유로는 처음 겪

어 보는 업무의 모호성, 업무 결과의 모호성, 목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자신이 하는 업무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서내의

구성원들이 여성청소년과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곧바로 다른 부서로의 보

직이동을 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부서로 보직이동을 하

는 단기 인사가 빈번해질 경우 부서자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연속성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비단 이러한 현상을 여성청소년과로 국한해서 볼 것은 아니며,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일부 선호부서 이외에 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곳들은 상황

이 비슷하다. 대다수의 기피부서의 경우 부서 목표 자체가 모호하여 부

서 내의 업무의 경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기피부서

에 속한 경찰관들은 부서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부서의 업무의 불명확한

영상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
보를 언론에 유출시키고,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들에게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놓았
다”고 폭언한 사건(위키백과 ‘밀양 지역 여고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참
조)

3)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 성폭행한 사건(위키백
과 ‘조두순 사건’ 참조)

4) 2012년 8월 전남 나주에서 고종석이 7세 여아 성폭행한 사건(위키백과 ‘2012 전
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참조)

5) 2015년 1월 인천시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여아 폭행한 사건(위키
백과 ‘인천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참조)

6) 2016년 5월 전남 신안군 소재 섬에서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초등학교 교사 성폭
행한 사건(위키백과 ‘신안 초등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참조)



- 1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찰은 최일선에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국가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며, 이러한 경

찰활동은 오늘날 모든 국가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과 의무이다(윤

현석·이동원, 2012) 치안이 불안한 사회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 손실뿐 아

니라 범죄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을 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생성하고 이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

서 경찰관들이 치안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 조직은 대한민국의 치안유지라는 큰 목표 아래 치안 유

지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하위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경찰 조직 내의

부서들은 각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 조직 내에는 경무, 생활안전, 수사, 정보, 보안, 외사, 청문, 홍보

등의 여러 부서가 있고, 각 부서별1)로 직무의 특성이 있으며 그 업무 내

용은 모두 상이하다. 각 부서는 치안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세부적인 하

위 목표를 달성하려 하며, 치안 유지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서는 경찰조직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인 톱니바퀴처럼 경찰 행

정 작용을 하고 있다.

생활안전부서는 범죄예방 및 초동조치, 수사부서는 범죄자의 사법처

리, 정보부서는 치안정보 수집, 경비 부서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의

하위 목표를 지니고 있고, 그 외 다른 부서의 경우도 고유한 부서의 목

표를 지니고 있다.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

단 성폭행 사건2)을 시작으로 조두순3) 사건, 고종석 사건4), 인천 보육교

1) 경찰청 조직 : 8국 8관 31과 16담당관
2) 2004년 1월부터 11월가지 경상남도 밀양시 및 인근 지역 고등학생들이 여중생 자
매 2명을 성폭행하는 등 집안으로 여중생 및 여고생 7명을 강간, 성관계 촬영한

- 2 -

사 아동학대 사건5),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6) 등 성폭력·가정폭력·아

동학대·실종 등의 사건들이 이슈화 되면서 부서가 확대개편되었다.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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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언론에 유출시키고,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들에게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놓았
다”고 폭언한 사건(위키백과 ‘밀양 지역 여고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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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업무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불분명성, 이로 인한 결과·

보상 등이 불명확해지면서 자신의 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그 불만이 쌓여

현 부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등 타 부서에 비해 빈번하게 다른 부서로

의 보직이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관들이 이와 같이 직무몰입을 하지 못하여 빈번하게 보직이동을

하는 등 치안유지 직무에 관하여 몰입을 못할 경우, 전문성의 하락, 업무

의 빈번한 단절, 기존 정책에 대한 추진력 감소, 업무 인수인계가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연속해서 발

생할 경우 대한민국의 치안과 그물망처럼 펴진 법적 제도에 구멍이 생기

는 등의 사회적 불안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의 직무몰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

던 것이다.

기존에는 경찰관 개개인들의 직무태도와 관련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

족, 관리자의 리더십, 직무교육,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부서의 목표의 모호성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부서 자체의 목표의 모호성이 부서 내 구성원들의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부서의

목표의 모호성과 직무몰입의 경우 각각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것이며,

각각의 목표의 모호성이 직무몰입 하위 차원들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 설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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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목표의 모호성이 자신의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본 연구의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경찰 조직 내에서도 업무의 범위가 넓고 각 부서별 맡고 있는 임

무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의 특성 및 담당 업무에 따라 목표의 모호성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경우 다른 공공 기관들에 비해 치

안유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소 모호한 하위 목표들이 선정되는

데, 이는 치안유지가 잘되고 있다 것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어떤 흉악한 범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경우, 객

관적인 범인 검거율 혹은 범죄 발생률 등이 낮다고 하여도 국민들의 체

감안전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경찰의 임무라고 한다면, 단순한 범죄에

대한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치안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 이에 치안유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부서에서는 여러 가

지 하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목표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모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경비부서의 경우 하위 목표중 하나가 안전한 집회·시위 유

지인데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경우 교통통제 등을 하며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이에 대한 집회·시위 관리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불법 집회·시위현장에서의 경우 불법 집회·시위일지라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 등을 비교하여 집회·시위자들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야 하며,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들이 어느 정도로 집회·시위의 자

유를 보장해야 하는지 또는 불법 집회·시위에 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등이 불분명하다. 이외에도 복잡하고 혼잡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

찰관들이 어떻게 해야 안전한 집회·시위가 관리될 수 있는지 등 집회·시

위 관리라는 하위 목표 자체가 불분명하다거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경비부서가 실제 집회·시위의 자

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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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업무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불분명성, 이로 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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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각종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실의 경우 민원인들에게 친절·봉사하

는 자세가 필요하나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

야 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정당한 것인지 등이 불명확

하다. 최일선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치안을 유지하는 지구

대 경찰관들의 경우 시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

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서로의 갈등

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안에 있어 서로 다른 가치 혹

은 목표들이 충돌하여 할 경우 어떤 가치 혹은 목표를 우선시 해야할지

등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조직 구성원들이 추구해야하는 바를 기재한 경찰헌장을 살펴보면,

① 친절한 경찰, ② 의로운 경찰, ③ 공정한 경찰, ④ 근면한 경찰, ⑤ 깨

끗한 경찰이라는 내용으로 다소 명확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듯

보이긴 하다. 하지만 실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친절·의로운·공정한·근면한·깨끗한 경찰이라는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등 다소 모호한 큰 원칙

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동시에 여러 개의 가치를 달성할 수 없

는 경우와 같이 수개의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목표를 우선으

로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 경찰헌장 외에도 경찰서비스

헌장7)이 있는데, 경찰 서비스 헌장도 경찰헌장과 동일한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경우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행정작용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의 하위 목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는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처럼 경찰관이 일선 치안환경에서 치안유지를 위해 어느 특별한 행

정을 작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재량을 발휘해야할

상황이 많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7) ①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 처리, ② 국
민이 필요할 경우 바로 달려가 도움을 줄 것, ③모든 민원 친절하고 신속, 공정
하게 처리, ④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에 임함, ⑤ 인권을 존
중하고 권한 남용하는 일 없도록, ⑥ 잘못된 업무 즉시 시정조치

- 6 -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익 달성이라는 단일하고 가시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으나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정치적·사회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행정 수행을 하고 있어 사기업에 비해 공공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거나 그

업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경찰조직은 특히, ‘치안유지’라는 다른 공

공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비가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정

치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들이 계속 달

라지고 있다.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의 노력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정치

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치안유지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가 높이 평가될

수도,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 또한, 경찰관들이 실제 열심히 근무를 하

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도 오히려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거나 국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도 발생한다. 이는 경찰 부서 자체의 목표와 치안의 최일선에서 당장 필

요하고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다른 경우이며, 이외에도 경찰 부서의 목

표들이 모호하거나 여러 목표 들이 충돌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조직 자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목표의 모호성이 구성원들의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조직 구성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이 연구자료가 향후 다른

공공조직에서의 목표의 모호성을 연구하기에 적절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표의 모호성에 의하여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확

인하기 위하여 경찰 조직 내 여러 부서의 조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에 있던 조직의 목표와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의 목표가

충돌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닌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

의 목표가 모호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직무몰입도 되

지 않은 것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대상으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경찰관들로, 각 부서별

약 10여명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75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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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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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①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 처리, ② 국
민이 필요할 경우 바로 달려가 도움을 줄 것, ③모든 민원 친절하고 신속, 공정
하게 처리, ④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에 임함, ⑤ 인권을 존
중하고 권한 남용하는 일 없도록, ⑥ 잘못된 업무 즉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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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목표의 모호성

가. 목표의 모호성 개념

모든 조직에는 기본적으로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조직의 목표

와 관련 학자들은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조직의 목표가 조직이 나아가

야할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을 구속한다고 보고 있다.

Rainey(2009)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목표 지향적이라고 하며, 조직의

목표는 내적인 요인 그리고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조직의 목표

는 조직 내 구성원들인 개인들에게 조직 내에서의 개인 활동의 지침이

되며,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한다. Stazyk

& Goerdel(2011)는 조직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그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와 미래에 조직이 의도하고자 하는 조직의 영역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직의 목표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한 방

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즉, 조직의 목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관심과 행

동의 지표를 제공해주며, 지속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전략을 개발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조직구성원인 개인의 활동을 관리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Tubbs, 1968).

하지만 조직은 하나의 단일한 목표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

하는 다수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Hall, 1999). 조직의 목표는 다양한 이

해관계의 중심에 있는 지배적인 연합체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 상호 간

에는 갈등하는 이익이 있고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므로 복잡한 환경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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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조직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모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March & Olsen, 1972). 특히 공공조직은 기업과 같은 민간 조직에

비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보다 많은 제약 하에 있기 때문에 이

러한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Rainey & Chun, 2007:

Rainey, 2010). 공공조직의 경우 외부환경으로부터 많은 제약도 있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모호하고 갈등적인 정치적 요구사항에 대응

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타협이 발생한다. 이

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공공조직에서의 목표의 모호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Davis & Stazyk, 2015).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조직과는

달리 조직 목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적 신호(market signal)가 없다.

이와 같이 공공조직이 상면하는 목표의 모호성을 Chun &

Rainey(2005a)는 ‘목표에 대한 경쟁적 해석의 여지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이론가와 공공관리자들이 공공조직의 목표 모호성에 관심을 기울

이는 이유는 목표 모호성이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Chun & Rainey, 2005b) 조직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Wright, 2004). 하지만 목표의 모호성이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주장과 상반되게, 공공조직은 외부의 정치적 지지가 중요한 자원

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호한 목표가

조직에 대한 적대감을 덜 일으킬 수 있고 조직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의

기회와 재량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어 왔다

(Lindblom, 1959: Wildavsky, 1979, Bastien 2009).

목표가 모호할수록 성과가 낮아진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장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된 분야는 조직심리학으로서, 이 주장은 E. Locke와 G.

Latham이 주창한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의 핵심적 명제이기

도 하다. 구체적 목표를 지닐 경우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된다는 목표

의 구체성(Lathan & Blades, 1975) 등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최선

을 다하라”와 같은 모호한 목표에 비하여 업무성과를 향상시킨다는 목표

설정이론가들의 주장은 지난 50년간 많은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 7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목표의 모호성

가. 목표의 모호성 개념

모든 조직에는 기본적으로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조직의 목표

와 관련 학자들은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조직의 목표가 조직이 나아가

야할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을 구속한다고 보고 있다.

Rainey(2009)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목표 지향적이라고 하며, 조직의

목표는 내적인 요인 그리고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조직의 목표

는 조직 내 구성원들인 개인들에게 조직 내에서의 개인 활동의 지침이

되며,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한다. Stazyk

& Goerdel(2011)는 조직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그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와 미래에 조직이 의도하고자 하는 조직의 영역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직의 목표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한 방

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즉, 조직의 목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관심과 행

동의 지표를 제공해주며, 지속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전략을 개발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조직구성원인 개인의 활동을 관리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Tubbs, 1968).

하지만 조직은 하나의 단일한 목표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

하는 다수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Hall, 1999). 조직의 목표는 다양한 이

해관계의 중심에 있는 지배적인 연합체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 상호 간

에는 갈등하는 이익이 있고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므로 복잡한 환경 가운

- 8 -

데 조직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모호성’으로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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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der, 2008).

나. 목표의 모호성의 하위 차원

조직 목표의 모호성과 관련해서는 전영한(2004a)에 의하면 조직 목표

의 모호성(goal ambiguity)을 네 가지 차원 ① 사명이해 모호성 - 조직

사명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의사소통함에 있어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 ② 지시적 모호성 - 어떤 조직의 사명이나 일반적 목표들을 그 사

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경

쟁적 해석의 정도, ③ 평가적 모호성 - 어떤 조직의 사명을 얼마나 달성

했는지 그 진전을 평가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 ④ 우

선순위 모호성 - 다수의 조직 목표들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목표의 모호성은 조직 목표의 모호성 뿐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 역할

의 모호성(role ambiguity)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역할은 조직 구성

원이 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때, 타인이 조직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행동

과 관련된다. 즉, 역할이란 일정한 직위에 속한 조직 구성원이 수행할 것

으로 기대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이대웅·손주희·권기헌, 2016).

Amold & Feldman(1986)은 역할스트레스의 구성 요인으로 역할갈등, 역

할모호, 역할과중, 역할과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역할 갈등은 본인의 직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복수의 역할기대가 요구되어 동시에 그 역할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는 것으로(Kahn et al., 1965), 이

러한 역할갈등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긴장과 불안을 야기하고, 조직 구성

원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신뢰, 호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

감 및 조직몰입의 저하를 불러일으킨다(Rizzo et al., 1970). 역할 모호성

은 개인에게 기대되는 역할 행동 또는 역할이 야기할 성과와 연관된 필

수적 정보의 결여와 결과의 예측불가능성을 의미한다(Chun, 2003:

Rainey, 2009).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개인들은 역할 모호성에 직면하며 이는 직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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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Kahn et al, 1965). 역

할과다는 조직 구성원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에 비해 조직이 기대하는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책임과 업무가 너무 과중하나 것을 의미한다(Rizzo

et al., 1970). 역할과다 역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게 된다.

2. 직무몰입

가. 직무몰입의 개념

직무몰입에 대한 논의는 학자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Brown &

Leigh(1996)은 직무몰입을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의 형태에 대하여 구성

원이 가지는 심리적 확신이라고 하였고, Parasuraman(1982)은 조직구성

원의 업무에 대한 몰입정도를 직무몰입이라고 하였다. Moch(1980)는 직

무몰입을 조직 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직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로

보았으며, Osborn(1980)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사로잡히는 정

도를 직무몰입이라고 정의하였다. Lodahl & Kejner(1965)는 직무몰입을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기 스스로와 자신의 업무를 동일시하는 정도 또는

전체적인 자기 이미지에 있어서 직무가 차지하는 중요성 정도로서 개인의

자기 존중감(self-esteem)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uchanan(1974)은

직무몰입을 조직몰입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요인으로 보고 ‘직무몰입은

개인의 직무활동에 대한 심리적 집중 또는 전념이다’라고 정의하였다.

Morrow(1993)는 직무에서의 몰입을 직무몰입(job involvement), 근로

윤리(ethics endorsement), 경력몰입(career commitment), 조직애착

(organizational commitment) 등으로 구분하고, 이 중 직무몰입을 이직률

등을 예측하는데 핵심 변수로 인정하고 있다. Bass(2008)는 직무몰입을

직무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자아를 투영시

킨 것으로, 조직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감정, 성취감, 인

정감, 결정권한 등에 의해 직무몰입이 된다고 한다(김병규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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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h & Hosek(1976)은 4가지 차원에서 직무몰입의 정의를 제시하였

다. 첫번째로, 일이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낄 때, 두번째

로 개인이 직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세번째로 직무성과를 자기

존중감의 측정 기준으로 삼을 때, 네번째로는 직무성과를 자아개념과의

동일시 할 때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Rabinowitz & Hall(1977)은 직무몰

입을 2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성과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기

존중감에 대한 영향’ 으로 보았으며 다른 하나는 ‘한 개인의 자아 이미지

에서 직무에 대한 중요성 정도와 동일시의 정도’ 라고 보았다.

직무몰입과 비슷한 개념으로 조직몰입이 있다. 조직몰입의 경우 개인

이 자신이 속한 조직몰입이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동일시하고

심리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Mowday et al, 1979).

Kanugo(1982)는 직무몰입(job commitment)과 조직몰입과 구분되는 개

념으로 정의하여 조직몰입을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identify)하거나 조직

에 밀착되어 있는 상대적 정도를 의미한다면 직무몰입은 자신과 직무사

이 관계의 인지과정을 통해 그 둘을 동일시하는 구체적인 신념이라고 하

고 있다. Allen & Meyer는 조직 몰입을 감정몰입, 지속몰입, 규범몰입 3

가지 유형으로 조직몰입을 나누었다. 감정몰입은 감정적 애착상태에서

조직에 대해 갖는 일체감이며, 지속몰입은 조직에 투입하였거나 조직을

그만둘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해 갖는 몰입감이며, 규범몰입은 조

직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책무감에서 나오는

몰입이라고 하였다(1990, Allen & Meyer).

나. 직무특성이론

Hackman & Oldham(1975)의 직무특성이론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내재

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무를 어떻게 구조화해야 하는 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내재적 업무동기는 경험된 업무의 중요성,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감,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가치 등이 있으며, 직무특성으로는 ① 직무

다양성, ② 과업 정체성, ③ 과업 중요성, ④ 자율성, ⑤ 환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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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직무다양성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기능과 능력을 발

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직무의 다양

성이 높은 직무일수록 직무 수행의 폭이 넓어지고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

일수록 다양성이 높은 직무를 선호한다. 과업정체성은 개인이 맡는 직무

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완성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지를 의미

하며, 직무의 완정성이 높을수록 직무의 의미성은 커지며 개인에게 완성

감을 느끼게 한다. 과업 중요성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업의 중요성이 높은 일

일수록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율성은 개인이 직무를 함에 있

어서 부여된 자유, 독립성, 재량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자율성이 많은 작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작업의 성광과 실패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

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쏟게 된다는 것이다. 환류는 개인이 수행한 직

무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수행되었는지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 개인은 자신이 행한 직무에 대해 개선방법을 찾게

된다.

직무특성이론에 의하면 직무의 중요 특성은 직무로부터 중요 심리적

상태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 개인적 만족과 조직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직무특성이론에서 제시된 중요 심리적 요인으로는 직무의 중요

성(feeling of meaningfulness)과 직무에 대한 책임감(feeling of

responsibility)이 있다. 직무의 중요성은 자신의 직무가 조직 내에서 어

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판단을 하여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며, 직무에 대한 책임감은 개인이 수

행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책임감을 말한다.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관련 Hall(1971)은 개인에게 도전적 직

무를 제시하고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부여하면 자발적 노력(independent

effort)을 하고 적절한 지원(support)과 환류가 주어지면 개인은 심리적

성공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심리적 성공감이 순차적으로 자기 효능감, 직

무만족, 직무몰입의 향상을 과져온다고 보고 있다. Mowday(1982)는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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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와 관련된 모형을 개인 특성, 역할관련 특성, 구조 특성, 직무 경힘

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몰입은 근속욕망과 의사, 참가, 유지,

직무노력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Fried & Ferris(1987)는 직무특성은 심리결과와 행동결과 모두와 관련

이 있으며, 성장욕구강도는 직무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다. Wall et al(1990)은 업무의 자율성, 직무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이 증가하면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이 증가한다고 한다(Adler,

1991). 또한 직무 다양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및 환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직원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내재적 업무동기가 나타났

다.

〔표 2-1〕 Hackman & Oldman의 직무특성모형

직무특성 ⇨
중요한

심리적 상태
⇨

개인적 결과와

직무결과

직무 다양성

⇨

직무의

중요성 경험

⇨

높은 내적

직무동기
과업 정체성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과업 중요성

자율성
직무결과에 대한

책임감 경험

직무에 대한

높은 만족

환류
직무활동 결과에

대한 지식

낮은 결근율과

이직율

구성원의 성장욕구 강도

자료 : Hackman, J. R., & Oldman, G. R. (1976).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6.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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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만족

직무몰입과 다른 개념인 직무만족 역시 조직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로 많이 연구되었던 대상이다. Muchinsky(1987)에 의하면 직무만족

은 직무로부터 생성되는 즐거움의 정도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

고, Locke(1976)는 직무만족을 ‘직무나 직무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

적인 감정’으로 직무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감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제갈돈(2002)은 직무만족을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정보를 평

가함으로써 개인이 직무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감정이라고

보았다. 신성원(2010)은 직무만족을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직무에 대한 태도, 신념, 욕구, 가치

등의 수준이나 차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

한다. 이동영·김현정(2012)은 직무만족을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이 담당하

는 직무 및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하여 느끼는 가치와 긍정

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Herzberg &

Mausner(1959)의 동기 - 위생요인이론에 의하면 내적 보상요인인 동기

요인은 직무만족에만 영향을 미치고, 외적 보상요인인 위생요인은 직무

불만족에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직무만족은 인적자원관리에 중요한 지표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높을 경우 높은 조직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직무

만족이 낮을 경우 지각, 결근 이직의사 등이 높아지며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려는 하기 때문이다(Wright & Kim, 2004).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볼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직무

만족이 성과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나, 다른 관점에서는 직무성과의 성취

감이 직무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직무만족이 다시 직무성과로 나타난

다는 가설이 있다. 위 가설인 직무성과 - 직무만족 - 직무성과의 관계는

Lawler & Porter(1967), Locke(1976), Locke & Latham(2004)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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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와 관련된 모형을 개인 특성, 역할관련 특성, 구조 특성, 직무 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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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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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관점인 직무만족-직무

성과의 관계가 여전히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직무만족은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

히 경찰관의 경우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김구(2005)는 치안센터 경찰관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고, 연구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직무만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인 역할갈등, 역할 모호 그리고 역할과

부담이 증가될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역할의 모호

성 역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 김정원(2004)는 외근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관여의 관

계를 알아보았는데 이 중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직무만족을 가장 잘 설명

하고 있다고 한다. 유영현(2009)는 해양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직무스트레

스 요인과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결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4. 보직이동 및 이직의도

가. 보직이동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보직이동의 개념은 이직의도와는 다른 개념으

로 승진, 전보, 강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직 내에서 사람을 움직여 쓰

는 활동을 ‘내부임용’이라고 하며 수직적 이동인 승진과 강등, 수평적 이

동인 전직, 전보, 파견이 있다. 그리고 보직이동 개념에는 해직과 복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보직이동 중에서도 특히 전

직, 전보, 파견 등 수평적으로 부서를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행정조직 내에서 보직이동과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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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 이동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조석준(1992)에 의하면 한국 행정조직

에는 요직과 한직이 존재하고 이들 간에는 보이지 않은 서열관계가 있

다. 하위직급에서 승진한 사람은 얼마동안 소위 한직에서 근무하다가 점

차 중요한 자리로 이동하는 수평이동을 한 후 마지막으로 요직을 거치고

나서야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보직이동을 하는 유형을 띠는데 이것

이 ‘Z’ 자형 이동이다. 임도빈(2000)은 이와 같이 행정조직 내에서 관행

처럼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Z’ 자형 이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하 도청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도청 내 보

직이동이 ‘Z’ 자형 이동을 보이는 결과도 있으나, 많은 예외를 보이는 결

과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직의도

보직이동과는 다른 개념인 근무하고 있던 조직을 떠나는 이직의도의

관하여서 ‘자발적 이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March &

Simon(1958)은 종업원이 자신이 조직에 행한 공헌보다 조직으로부터 받

는 유인이 적다고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리고 Mobley(1979)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개념인 ‘자발적

이직’을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는 개인이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종결짓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발적 이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관리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Price &

Mueller, 1986). 조직구성원들이 이직의도를 가지게 될 경우 조직 입장에

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지닐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기능보다 역기능

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순기능으로는 무능한 인재가 떠날 경

우에는 우수한 인재를 새로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

나,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질적으로 조직에

서는 매번 인재를 영입할 때마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인재의

모집 및 선발 비용, 교육비용 등의 이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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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는 역기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윤승재, 2007).

경찰관들에 대한 이직의도는 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박성수

(2002)에 의하면 스트레스 요인을 조직 내적요인, 조직 외적 요인, 개인

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이직의도 간의 상

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 내적으로는 승진과 보수, 조직 외

적으로는 경찰 환경적 요인(지역사회 범죄율, 시민의 경찰업무 이해도

및 신뢰도 등)이 이직의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

구 결과로는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고

이직의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신성원, 2010). 이는 Spielberger이

개발한 PSS(police Stress Survey)를 활용하여 전국 경찰공무원을 모집

단으로 하여 설문조사한 것이다. 또한 남자와 여자 경찰관들의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남자 경찰관은 계급, 자율성

등이 조직 몰입에 중요한 요인이고, 여자경찰관은 양성평등의식이 조직

몰입에 중요한 요인으로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낮다는 것이

여자경찰관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이다(박선영, 2009).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이직의도는 관리자에 의하여 통제 가능

한 사항으로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이직의도를 가지게 될 경

우 이직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그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직

의도를 줄이려 하는 연구가 많이 있는 것이다. 경찰관의 경우 직무스트

레스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직무만족과 조직·직무몰입

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가 연구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부서를 이동하고 있는 현

상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보직이동

이라는 개념 보다 이와 비슷한 이직의도라는 개념에 맞추어 생각해 볼

때, 조직·직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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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목표의 모호성

전영한(2004b)은 조직 목표 모호성이 공공조직의 관료주의 문화를 심

화시킨다는 이론적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미국 연방기관의 공

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이

관료주의 문화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지각된 레드테이프에 정(+)의 영

향을 미쳤으며, 지시적 모호성과 우선순위 모호성이 지각된 집권화에 대

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어떤 공공조직의 정치적

위임(political mandates)이 부정확하게 정의될수록 행정조직은 집행단계

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므로 이에 따라 더 많

은 절차적 규제, 레드테이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위임이

구체적이지 못하면서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성은 여전할 때 정부조직의

고위관리자들은 권한의 위임을 꺼리게 되고, 하급자들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과 행동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공공조직의 집권화를 촉진한다는 것

이다.

권태욱·전영한(2015)은 대상 집단 모호성을 ‘사업목표의 집행으로 달

성하고자 하는 가치가 어떤 정책 대상 집단에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경쟁

적 해석의 정도’라고 정의하며, 대상 집단 모호성과 평가적 모호성이 사

업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임도빈·조원혁·정현정,

2012)에 의하면 목표의 모호성은 공무원의 규정변용형태(rule-bending)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김병섭(1994)은 스트레스의 원인 중 경찰 조직 내적 요인으로 역할 갈

등과 역할의 모호성을 들고 있고 이러한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은 직

무 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다. 역할 갈등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실정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지시를 그대로 집행을 한다면 시민들로

부터 저항을 받게 되고,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사기관에 의해

문책을 받게 되는 것이다(박경효, 1992). 그리고 경찰 업무는 계몽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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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강제적 기능을 동시에 내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두 기능

중 어느 것을 강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갈등을 겪고 있다(황지연,

1990).

이 연구에서는 목표의 모호성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

다. 이전의 목표의 모호성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공조직 종사자들에

게 설문을 통한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 목표의 모호성 정도를 측정한 연

구들이 일반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내용으로는 ‘내가 일하는 조직의 목

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쉬운 편이다.’, ‘우리 조직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다.’와 같은 2-3개의 문항으로 개인수준에서 단일 차원의 목표모호성을

측정하였다(Rainey, 1983; Lan & Rainey, 1992; Bastien, 2009; Wight &

Padney, 2010).

이에 반해 Chun & Rainey(2005a)는 목표모호성의 4가지 차원을 제시

하고 이를 조직수준에서 측정하였다. Chun & Rainey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미국의 정부성과법(GPRA)에 따라 관리예산처(OMB)에 제

출된 연방정부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그리고 미연방행

정규칙(CFR)과 연방법률(U.S code) 등의 자료이다. 분석방법으로는, 거

닝-포그지수(Gunning Fog Index), 연방기관의 규칙과 법률이 미연방행

정규칙집과 미연방법전에서 차지하는 분량, 주관적인 성과지표가 차지하

는 비율 등으로 분석하였다.

〔표 2-2〕선행연구의 목표의 모호성 측정

저자
목표 모호성

차원
측정방법 자료

측정

수준

Rainey

(1983)
단일차원

<설문조사>

·내가 일하는 조직은 분명하게 정의

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조직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명

5개 주정부

기관 중간관

리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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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Lan &

Rainey(19

92)

단일차원

<설문조사>

·우리조직의 목표는 분명하게 정의

되어 있다.

·우리조직에서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정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공공·민간기

관 종사자
개인

· Chun&

Rainey

(2005a,b),

· Chun

(2003),

· 전영한

(2004a,b)

· Lee,

Rainey&

Chun

(2009,2010)

사명이해

모호성

·사명진술의 거닝-포그 지수

(Gunning Fog Index)

GPRA의

전략계획서

조직

지시적

모호성

·연방기관의 규칙이 미연방행정규칙

집(CFR)에서 차지하는 총분량과

연방기관 법률이 미연방법전

(U.S.Code)에서 차지하는 총분량

계산(규칙/ 법률 비율)

·CFR

·U.S.CODE

평가적

모호성

·연방기관의 성과지표중 주관적이거

나 작업량 중심적인 지표의 백분률 GPRA의

-전략계획서

-성관계획서

-성과보고서
우선순위

모호성

·장기적 전략목표 수와 연례성과표

적의 수의 Z점수를 계산한 후 양자

의 평균값

·Pandey&

Wight

(2006),

·Pandey&

Rainey

(2006)

·Stazyk&

Goerdel

(2011)

단일차원

<설문조사>

·이 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직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다.

·조직외부의 사람들에게 조직 목표

를 설명하는 것이 쉽다.

·우리조직은 분명하게 정의된 목표

를 가지고 있다.

NASP-II 개인

Bastien

(2009)
단일차원

<인터뷰>

·일선관료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목

표에 대해 설명하라는 질문을 한

후 들은 답변을 다른 인터뷰 대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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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몰입

이경은(2016)은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구성

원에 의해 인지된 주관적 목표모호성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공관리자들의 관리적

요인인 리더십 유형 및 권한위임 정도에 따라 목표의 모호성이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나, 이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

하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조직몰입에 관해, 김구(2005)는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직무 스트레스 요인(역할 갈등, 역할모호,

역할과 부담)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자들과의 답변과 비교하여 일치정

도를 분석

Wight&

Padney

(2010)

단일차원

<설문조사>

·우리조직의 목표를 외부인에게 설

명하기 쉽다.

·조직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조직

의 사명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우리조직에는 분명하게 정의된 목

표들이 있다.

미국 북동부

주정부 인사

행정기관 직

원

개인

Sun,

Peng &

Pandey

(2014)

단일차원

<설문조사>

·우리조직의 목표를 외부인에게 설

명하기 쉽다.

·조직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조직

의 사명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우리조직에는 분명하게 정의된 목

표들이 있다.

5개 공공조

직과 3개 비

영리 조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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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다. 또한 제갈욱(2015)에 의하면 경찰관들의 직무몰입은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예상과 달리 직무몰입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부(-)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연구의 함의점은 관리자가 직무성과와 직무효과성의 매개역

할을 기대할 수 있는 직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직업몰입에 초점을 더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직무특성이론과 관련하여 직무요인을 직무다양성, 직무완결성, 직무중

요성, 자율성, 환류 등 5개 요인으로 분류하여,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변

인들을 추출하였고, 이 중 자율성과 환류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이정훈, 2011). 직무특성이론을 바탕으로 상업 및

정보고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설문조사

한 바, 교사에게 조직몰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성장욕구가 높

은 경우, 직무의 자율성이 높은 경우, 스스로 과업수행에 대한 피드백이

잘 되는 경우라고 하였다(배승현, 2001).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보상과 관

련된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도 있다. 이때 에는 조직에서 주어지는 보상

을 물질적, 상징적, 사회적 보상 등 3가지로 나누고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을 상징적 보상 카테고리에 포함시켜 조사를 하였다.

물질적 보상은 보수, 승진, 근무환경 등이고, 상징적 보상은 직무 다양성,

직무 자율성, 직무 흥미성, 직무 도전성, 성장 기회 등이며, 사회적 보상

은 응집성, 인정감, 상사·동료의 지원 등이다. 연구결과, 사회적 보상이

가장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어 차례로 상징적 보상, 물

질적, 보상 순으로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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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연구방법

기존에 연구된 문헌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새롭게

설문문항 문구를 수정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으로

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경찰관들이다. 본 연구는 각 부서의 목표의

모호성이 개인의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로, 우

선 각 부서의 특징과 부서 목표의 특징 등을 확인한 이후 여러 부서들의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취지에 맞게 독

립변수, 종속변수들을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기존에 연구된 문헌들의

설문문항들을 참고하여 부서의 본 연구의 목적인 부서의 목표의 모호성

에 맞게 수정하였다. 설문문항의 척도 측정 방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 그렇지 않다, 3점 : 보통이다, 4점 :

그저 그렇다, 5점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경찰관들이 그 대상이다. 서울지

방경찰청에는 경무부, 생활안전, 수사, 경비, 정보, 보안, 교통 등 7부, 2

관, 22과가 있다. 보통 한 개의 부 내에 3∼4개의 과가 있으며, 부내의

과들은 서로 비슷한 목표를 지니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서로 상이한 목표

를 가진 부내의 과들도 있으며, 다른 부끼리는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니고

있다.

경무부의 경우 경무과, 인사교육과, 정보화장비과 등이 있어 서울지방

경찰청의 조직 관리, 인사행정과 장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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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는 112상황실,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과, 지하철 경찰대

로 나누어지며 각 과별 부서목표가 다른 부 내의 과들의 부서목표와 비

교하여 상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12상황실은 112신고를 접수 후 파

출소·지구대 직원들에게 그 신고 내용과 관련 지시를 내리고, 생활안전

과는 파출소·지구대 직원들의 관리, 업무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고, 생활

질서과는 풍속·총포·화약 등의 업무,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아동의

보호업무 및 여성·청소년·아동 관련 범죄수사, 지하철 경찰대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주로 몰카 등의 범인을 검거하

고 있다. 생활안전부의 경우 다른 부에 비해서 특히 각 과들의 업무 내

용이 매우 상이하며 각 과들의 부서의 목표 역시 구분된다고 볼 수 있

다. 수사부는 각종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금융·지능 및 특별

법 등의 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통계를 관리하거나 기획안을 만드는

수사과와 지방청 단위의 피해액수가 크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의 중요한 시간의 수사를 담당하는 지능범죄수사대가 있다. 살인·강도·

폭행 등의 강력범죄의 기획을 담당하는 형사과와 지방청 단위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의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광역범죄수사대가

있다. 또한, 사이버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이버안전과가 있으며 사이버

안전과 내에서도 기획부서와 수사부서가 나뉜다. 교통지도부는 교통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부와 교통관리과가 있고, 경비부의 각 과들

은 과별로 집회·시위 관리 또는 테러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관리부는 치안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안부의 경우 보안

과는 대북관련 범죄수사 및 탈북자들 관리 업무, 외사과의 경우 외국인

범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홍보담당관은 서울지방경찰청 언론대

응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문감사관은 직원들의 부정부패 등

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조사, 시민들의 민원과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관리자들의 계급을 확인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계급은 치안정감8)이고, 차장은 치안감, 부장은 경무관, 관·과장은 총경

8) 계급 : 치안총감(경찰청장)-치안정감(서울,경기 부산 등 지방청장)-치안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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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이다. 일반적으로 총경이 한 개 경찰서의 부서장(경찰서장) 역할을

맡아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총경이 실질적인

서울지방청장의 참모역할을 하며 각 과의 부서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리고 과, 관 밑에는 약 2∼4개 정도의 계가 있으며 계장은 경정 계급으

로 이루어져 있다. 계 밑으로는 팀이 있는 곳도 있으나, 팀이 없는 곳도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팀을 최소 단위로 보는 것과 달리, 지방청에서

는 경정 계급이 계장으로 있는 ‘계’를 일반적인 부서의 최소 단위로 보고

있으나, ‘과’ 내의 ‘계’끼리는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는 등 서로 유기적으

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장 아래로는 경감, 경위, 경사,

경장 등의 계급의 조직 구성원들로 이루어져있다. 경감은 팀장 대우를

받고 있으며, 경위 이하는 팀원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이와 같이 각 부서별 업무 특성과 목표, 부서의 장, 계급별 업무 등을

모두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서별 하위 목표가 상이하여 서로 명

확히 다른 목표를 지닌 과·관의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르 실시하였

다. 여성청소년과의 직원들은 약 20명, 경무부의 경우 경무과, 생활안전

부의 생활안전과, 수사부의 수사과·형사과·사이버안전과, 보안과·정보과,

경비·교통과, 청문감사실·홍보담당실 직원들을 각 10여명 정도씩 무작위

추출하여 이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는 부서의 장이 총경 계

급인 과, 관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서로 다른 부끼리는 직무의 목표

가 다른 것은 당연하며, 같은 부 내의 과단위에서도 서로 상이한 목표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과, 관 내에 계 단위가 있으나, 계의 경우 과, 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목표가 동일하고 업무 내용도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

고 있으며, 과장 혹은 관(총경 계급)의 지시 하에 유기적인 협조 가능하

고 실제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서로 다른 관, 관간의

협조는 매우 어렵고, 앞서 말했듯이 서로 상이한 목표를 지니고 있어 분

석단위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부분 경위 이하의 직원들로 하였다. 총경

은 과, 관의 실질적인 리더이며, 계장과 팀장 직급인 경정과 경감 계급은

방청장)-경무관-총경(경찰서장)-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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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간부 역할을 하며, 경위 이하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위

이하 직급의 경우 경위 계급이 중요 업무를 맡고 있기는 하나, 업무의

범위나 중요도,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그 내용이 대동소이 하므

로 각 부서의 실무진인 경위 이하 직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고, 일부 경감 이상을 상대로도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로 서울지방경찰청 전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목표의

모호성이 직무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같은 과 혹은

관 내의 직원들 간의 비교 분석으로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는 과 혹은

관 내에서 개인들이 지니는 목표의 모호성의 차이가 직무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목표의 모호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설문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특성 조직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개인적 특성

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포함한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계급, 현 부서, 총 근무연수, 부서 근무연수 등을 통제변수로 두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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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이다. 일반적으로 총경이 한 개 경찰서의 부서장(경찰서장)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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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서울지방경찰청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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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2017,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http://www.smpa.go.kr/user/nd47695.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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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연구문제로는 목표의 모호성이 경찰관들의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여 정의된 목표의 모호성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그 정의를 일부

변경하고, 부서내의 4가지 차원의 목표의 모호성이 경찰관들의 직무몰입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연구를 설계하였다.

목표의 모호성과 관련해서는 전영한(2004a)의 연구에서의 목표의 모호

성의 네 가지 차원인, ① 사명이해 모호성, ② 지시적 모호성, ③ 평가적

모호성, ④ 우선순위 모호성 개념을 차용하였다. 위 네 가지 차원을 본

연구 대상인 경찰의 각 부서에 맞게 정의를 조작하고, 네 가지 차원의

목표의 모호성이 경찰관들의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연구를 설계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몰입은 개인이 느끼는

직무의 중요성(가치), 직무만족(포상·성취감·연대감), 현부서 만족(보직변

경의도), 위 세 가지 하위측면에서 확인하였다.

〔그림 3-2〕 연구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목표의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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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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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중요성
지시적 모호성

직무만족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현부서

만족

↗개인적 특성(성별, 나이, 계급,

최종학력, 근무연수, 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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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사명이해 모호성은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명이해의 모호성이란 부서 업무의 목표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혹

은 부서 내에서의 개인이 맡는 업무의 역할이 모호할 경우를 말하는 것

이다. 즉, 개인수준에서 부서의 사명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에 대한 정

도로, 사명이해가 모호할수록 직무몰입(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사명이해가 모호할수록 개인이 느끼는 직무의 중요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사명이해가 모호할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사명이해가 모호할수록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지시적 모호성은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시적 모호성은 부서 내에서 업무 지침·매뉴얼 등이 모호하거나 관리자

(과장, 계장, 팀장 등)의 지침·지시가 모호할 경우로, 명확한 행동지침이

없어 직무의 방향성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모호성의 정도이다. 지시가 모

호할수록 직무몰입(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1
지시가 모호할수록 개인이 느끼는 직무의 중요성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

2-2 지시가 모호할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지시가 모호할수록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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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연구 가설, 평가적 모호성은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가적 모호성은 각 부서가 부서의 직무 목표를 1년간 어느 정

도 달성하였는지 평가 받는 정도가 모호하거나, 부서의 구성원인 개인이

부서 내에서 달성한 직무 수행결과 평가의 모호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조직 구성원들인 개인이 직무를 수행한 결과를 평가 받는 정당하고 객관

적인 성과 지표에 대한 경쟁적 해석의 정도이다. 개인이 받게되는 평가

의 결과가 모호할수록 직무몰입(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평가가 모호할수록 개인이 느끼는 직무의 중요성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

3-2 평가가 모호할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평가가 모호할수록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네 번째 연구 가설, 우선순위 모호성은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우선순위의 모호성은 부서 목표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거나, 목

표가 충돌하여 직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로, 우선순위가 모호할수록

직무몰입(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우선순위가 모호할수록 개인이 느끼는 직무의 중요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2 우선순위가 모호할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우선순위가 모호할수록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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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사명이해 모호성은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명이해의 모호성이란 부서 업무의 목표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혹

은 부서 내에서의 개인이 맡는 업무의 역할이 모호할 경우를 말하는 것

이다. 즉, 개인수준에서 부서의 사명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에 대한 정

도로, 사명이해가 모호할수록 직무몰입(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사명이해가 모호할수록 개인이 느끼는 직무의 중요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사명이해가 모호할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사명이해가 모호할수록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지시적 모호성은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시적 모호성은 부서 내에서 업무 지침·매뉴얼 등이 모호하거나 관리자

(과장, 계장, 팀장 등)의 지침·지시가 모호할 경우로, 명확한 행동지침이

없어 직무의 방향성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모호성의 정도이다. 지시가 모

호할수록 직무몰입(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1
지시가 모호할수록 개인이 느끼는 직무의 중요성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

2-2 지시가 모호할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지시가 모호할수록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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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연구 가설, 평가적 모호성은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가적 모호성은 각 부서가 부서의 직무 목표를 1년간 어느 정

도 달성하였는지 평가 받는 정도가 모호하거나, 부서의 구성원인 개인이

부서 내에서 달성한 직무 수행결과 평가의 모호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조직 구성원들인 개인이 직무를 수행한 결과를 평가 받는 정당하고 객관

적인 성과 지표에 대한 경쟁적 해석의 정도이다. 개인이 받게되는 평가

의 결과가 모호할수록 직무몰입(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평가가 모호할수록 개인이 느끼는 직무의 중요성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

3-2 평가가 모호할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평가가 모호할수록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네 번째 연구 가설, 우선순위 모호성은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우선순위의 모호성은 부서 목표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거나, 목

표가 충돌하여 직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로, 우선순위가 모호할수록

직무몰입(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우선순위가 모호할수록 개인이 느끼는 직무의 중요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2 우선순위가 모호할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우선순위가 모호할수록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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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1. 독립변수

가. 조작적 정의

목표의 모호성과 관련해서는 전영한(2004a)은 ① 사명이해 모호성, ②

지시적 모호성, ③ 평가적 모호성, ④ 우선순위 모호성 등의 위 네가지

목표의 하위 차원을 정의하였다. 전영한은 ‘GPRA의 전략계획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목표의 모호성을 조직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전영한이 사용한 목표의 모호성의 4가지 하위 차원인 개념을 사용

하되, 그 개념과 측정 방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작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찰 조직 수준의 목표의 모호성이 아닌 개인이 자

신이 속한 부서의 직무에 대해 가지는 목표의 모호성을 측정하려는 것으

로, 측정 수준은 개인이고, 목표의 모호성의 대상은 부서이다. 이러한 개

념을 바탕으로 전영한 교수가 사용한 목표의 모호성의 4가지 하위 차원

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조작하였다.

사명이해 모호성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속한 부서

직무의 목표를 개인이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

의 정도로,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부서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해

하고 내재화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즉 이는 개인수준에서 부서의 사명

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부서의 목표가 모호하거나 부

서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할수록 개인의 사명이해 모호성은 높은 것이다.

지시적 모호성은 개인이 부서의 사명이나 일반적 목표들을 어떻게 구

체적으로 행동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이다. 즉,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자신의 직무

에 대한 매뉴얼, 선례 등이 부족하거나 명확한 행동지침이 없어 직무의

방향성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모호성의 정도이다. 지시적 모호성은 입법

적 위임, 관료적 재량,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같은 개념들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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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Lee et al., 2010).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서와 같이 경

찰관들과 같은 일선 관료들에게는 복잡한 상황에서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

휘관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도 치안 유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

떤 수단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에 빠지곤 하고,

업무 매뉴얼 혹은 정형화된 업무의 틀이 없는 등 재량을 행사할 경우가

빈번할 경우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경찰

관의 재량행위와 관련 조원혁(2003)의 연구가 있으니 이를 참조해볼만

하다. 재량행위의 경우 권위감을 상실한 일선경찰관들이 자신의 재량행

위가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직의 지도부에서 성과를 강조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업무수행

을 하다가 발생하는 각종 문제(민원 발생이나 언론보도)에 대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불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적 모호성은 어떤 개인이 부서의 사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성과를 평가하는데 발생하는 모호성의 정도로 이는 부서에서 주어지는

보상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경찰 전반적으로 치안 유지의 목표의 달성도

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항상 제기되어 왔던 문제

점으로, 승진·성과관리 등 다양한 평가 방법에서 어떻게 해야 정당한 평

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자체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왔었다. 조직

구성원들인 개인이 직무를 수행한 결과를 평가 받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성과 지표 (performance indicators) 혹은 성과표적(performance targets)

가 부서 내에 존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선순위 모호성은 목표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느 목표를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에 모호성이 발생하

는 경우이다. 경찰조직은 치안 유지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각

부서는 서로 다른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에 임하며, 이러한 하

위목표들이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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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1. 독립변수

가. 조작적 정의

목표의 모호성과 관련해서는 전영한(2004a)은 ① 사명이해 모호성, ②

지시적 모호성, ③ 평가적 모호성, ④ 우선순위 모호성 등의 위 네가지

목표의 하위 차원을 정의하였다. 전영한은 ‘GPRA의 전략계획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목표의 모호성을 조직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전영한이 사용한 목표의 모호성의 4가지 하위 차원인 개념을 사용

하되, 그 개념과 측정 방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작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찰 조직 수준의 목표의 모호성이 아닌 개인이 자

신이 속한 부서의 직무에 대해 가지는 목표의 모호성을 측정하려는 것으

로, 측정 수준은 개인이고, 목표의 모호성의 대상은 부서이다. 이러한 개

념을 바탕으로 전영한 교수가 사용한 목표의 모호성의 4가지 하위 차원

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조작하였다.

사명이해 모호성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속한 부서

직무의 목표를 개인이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

의 정도로,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부서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해

하고 내재화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즉 이는 개인수준에서 부서의 사명

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부서의 목표가 모호하거나 부

서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할수록 개인의 사명이해 모호성은 높은 것이다.

지시적 모호성은 개인이 부서의 사명이나 일반적 목표들을 어떻게 구

체적으로 행동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이다. 즉,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자신의 직무

에 대한 매뉴얼, 선례 등이 부족하거나 명확한 행동지침이 없어 직무의

방향성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모호성의 정도이다. 지시적 모호성은 입법

적 위임, 관료적 재량,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같은 개념들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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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Lee et al., 2010).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서와 같이 경

찰관들과 같은 일선 관료들에게는 복잡한 상황에서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

휘관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도 치안 유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

떤 수단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에 빠지곤 하고,

업무 매뉴얼 혹은 정형화된 업무의 틀이 없는 등 재량을 행사할 경우가

빈번할 경우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경찰

관의 재량행위와 관련 조원혁(2003)의 연구가 있으니 이를 참조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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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적 모호성은 어떤 개인이 부서의 사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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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이다. 경찰조직은 치안 유지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각

부서는 서로 다른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에 임하며, 이러한 하

위목표들이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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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문항

목표의 모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한국정책

지식센터에서 공무원인식조사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였다. 위 공무원 인식

조사는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 정부조직의 운영, 시행중인 정책, 제반 사

회문제에 대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정부 업무수행방식과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2014년 진행한 공무원인식조

사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독립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에 맞게 설문문항들을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몇 가지 설문문항을 추가하였다.

설문지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본

설문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고자 1∼5점 중 목표가 모호할수록 5점에 가

깝게 구성하였다. 다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긍정 적인 설문문항을 섞었으며 긍정적인 설문문항은 역점수로 측정

하였다. 긍정과 부정의 설문문항이 섞일 경우를 응답자들이 헷갈려하는

것을 대비하고자 응답자들이 미리 헷갈려 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응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긍정·부정 질문을 선정하였다.

사명이해의 경우 “우리 부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나

는 우리 부서의 목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를 리커트 5점 척도 역

점수로 측정하였고, “우리 부서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은 불명확하다”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지시적 모호성은 “관리자의 지침·지시가

명확하다”는 역점수로 측정, “우리 부서의 목표는 나의 업무 방향을 설

정해 주지 못한다”, “업무의 규정 매뉴얼 등이 모호하여 재량을 발휘한

다”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평가적 모호성은 “지난 1년간 우리 부서

전체의 목표 달성도 정도가 객관적으로 측정 되었다”, “내 직무 수행 결

과는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의 직무수행 결과를 객

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를 역점수로 측정하였다. 우선순위의 목표성의

경우 “우리 부서의 여러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목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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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할 경우 우선순위가 분명하다”의 역점수를 측정하고,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목표들이 충돌할 경우가 있다”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표 3-1〕 목표의 모호성 설문문항

연번 설문내용

사명이해 모호성

1 우리 부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2 나는 우리 부서의 목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우리 부서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은 불명확하다

지시적 모호성

1 우리 부서의 목표는 나의 업무 방향을 설정해 주지 못한다

2 업무의 규정 매뉴얼 등이 모호하여 재량을 발휘한다

3 관리자의 지침·지시가 명확하다

평가적 모호성

1
지난 1년간 우리 부서 전체의 목표 달성도 정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되었다

2 내 직무 수행 결과는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3 개인의 직무수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순위 모호성

1 우리 부서의 여러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목표들이 충돌할 경우가 있다

3 목표들이 충돌할 경우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 33 -

나. 설문문항

목표의 모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한국정책

지식센터에서 공무원인식조사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였다. 위 공무원 인식

조사는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 정부조직의 운영, 시행중인 정책, 제반 사

회문제에 대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정부 업무수행방식과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2014년 진행한 공무원인식조

사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독립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에 맞게 설문문항들을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몇 가지 설문문항을 추가하였다.

설문지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본

설문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고자 1∼5점 중 목표가 모호할수록 5점에 가

깝게 구성하였다. 다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긍정 적인 설문문항을 섞었으며 긍정적인 설문문항은 역점수로 측정

하였다. 긍정과 부정의 설문문항이 섞일 경우를 응답자들이 헷갈려하는

것을 대비하고자 응답자들이 미리 헷갈려 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응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긍정·부정 질문을 선정하였다.

사명이해의 경우 “우리 부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나

는 우리 부서의 목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를 리커트 5점 척도 역

점수로 측정하였고, “우리 부서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은 불명확하다”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지시적 모호성은 “관리자의 지침·지시가

명확하다”는 역점수로 측정, “우리 부서의 목표는 나의 업무 방향을 설

정해 주지 못한다”, “업무의 규정 매뉴얼 등이 모호하여 재량을 발휘한

다”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평가적 모호성은 “지난 1년간 우리 부서

전체의 목표 달성도 정도가 객관적으로 측정 되었다”, “내 직무 수행 결

과는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의 직무수행 결과를 객

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를 역점수로 측정하였다. 우선순위의 목표성의

경우 “우리 부서의 여러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목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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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할 경우 우선순위가 분명하다”의 역점수를 측정하고,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목표들이 충돌할 경우가 있다”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표 3-1〕 목표의 모호성 설문문항

연번 설문내용

사명이해 모호성

1 우리 부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2 나는 우리 부서의 목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우리 부서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은 불명확하다

지시적 모호성

1 우리 부서의 목표는 나의 업무 방향을 설정해 주지 못한다

2 업무의 규정 매뉴얼 등이 모호하여 재량을 발휘한다

3 관리자의 지침·지시가 명확하다

평가적 모호성

1
지난 1년간 우리 부서 전체의 목표 달성도 정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되었다

2 내 직무 수행 결과는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3 개인의 직무수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순위 모호성

1 우리 부서의 여러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목표들이 충돌할 경우가 있다

3 목표들이 충돌할 경우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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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가. 조작적 정의

직무몰입은 ‘직무나 직무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하고자 하고, 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보직변경의도(현부서 만족)

세 가지 하위차원에서 직무의 몰입정도를 측정하였다.

직무의 중요성의 경우, 직무몰입은 Hackman & Oldham(1975)의 직무

특성이론에서 직무의 중요성 개념을 활용하였다. 직무의 중요성은 개인

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직무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 중요성 등이 직

무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개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여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본 연구에서도

이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자신이 직무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의 정도

를 측정하였다.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이 정서 상태’(이동영·

김현정, 2012)로 정의하고, 직무만족의 경우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 있던 연구분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사용

하였다.

보직변경의도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거나 연구된 것은 없으나, 이 개념

과 가장 유사한 개념은 이직의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된 사실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를 참고하여 보직변경의도를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정의를 조작하였다. Mobley(1979)는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

을 받는 개인이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종결짓는 것”이라고 개인 스

스로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자발적 이동의 개념으로서의 이직을 정

의하였다. 저자는 이 정의를 참고해서 본 연구의 보직변경의도의 정의를

“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부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을 종결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작하였다. 기존의 경찰관

의 이직 의도와 관련해서는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 몰입 등의 요

인들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를 살펴 볼 수 있고,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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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해서는 역할의 모호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음을 확인하였다(박성수 2002, 오인수 등 2007). 보직변경의도의 경우,

주소 이전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 가정사 등으로 인한 보직 변경, 팀장

혹은 팀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보직 변경하는 경우 등 다양

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해 직무

몰입이 되지 않아 보직변경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다른 요인에 의한 경우

는 배제하고자 한다. 보직변경의도의 경우 직무몰입에 있어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문문항에서는 보직변경의도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설문문항을 분석할 시에는 직무몰입이 잘되는 것으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고, 설문문항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직변경의도’를 역코딩하여 ‘현부서 만족’으로 다시 용어를 조작

하였다.

나. 설문문항

직무몰입의 경우 리커트 5점 척도 중 1∼5점 중, 5점이 직무만족이 높

도록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경우도 독립변수의 설문문항과 마

찬가지로 긍정·부정 문항을 섞었으며, 부정 문항의 경우 역점수로 측정

하였다.

직무특성이론에서 제시된 중요 심리적 요인으로는 직무의 중요성

(feeling of meaningfulness)과 직무에 대한 책임감(feeling of

responsibility)이다. 직무의 중요성은 자신의 직무가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판단을 하여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며, 직무에 대한 책임감은 개인이 수행하

는 일의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책임감을 말한다. 설문문항은

2014년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문항의 “우리 조직의 목표는 매우 중요하다

고 믿는다”, “우리 조직은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를 참

고하여 이를 수정하였다. “우리 부서의 직무목표는 중요하지 않다”를 역

점수로 측정하고, “우리 부서의 직무는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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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가. 조작적 정의

직무몰입은 ‘직무나 직무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하고자 하고, 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보직변경의도(현부서 만족)

세 가지 하위차원에서 직무의 몰입정도를 측정하였다.

직무의 중요성의 경우, 직무몰입은 Hackman & Oldham(1975)의 직무

특성이론에서 직무의 중요성 개념을 활용하였다. 직무의 중요성은 개인

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직무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 중요성 등이 직

무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개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여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본 연구에서도

이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자신이 직무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의 정도

를 측정하였다.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이 정서 상태’(이동영·

김현정, 2012)로 정의하고, 직무만족의 경우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 있던 연구분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사용

하였다.

보직변경의도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거나 연구된 것은 없으나, 이 개념

과 가장 유사한 개념은 이직의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된 사실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를 참고하여 보직변경의도를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정의를 조작하였다. Mobley(1979)는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

을 받는 개인이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종결짓는 것”이라고 개인 스

스로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자발적 이동의 개념으로서의 이직을 정

의하였다. 저자는 이 정의를 참고해서 본 연구의 보직변경의도의 정의를

“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부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을 종결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작하였다. 기존의 경찰관

의 이직 의도와 관련해서는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 몰입 등의 요

인들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를 살펴 볼 수 있고,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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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해서는 역할의 모호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음을 확인하였다(박성수 2002, 오인수 등 2007). 보직변경의도의 경우,

주소 이전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 가정사 등으로 인한 보직 변경, 팀장

혹은 팀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보직 변경하는 경우 등 다양

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해 직무

몰입이 되지 않아 보직변경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다른 요인에 의한 경우

는 배제하고자 한다. 보직변경의도의 경우 직무몰입에 있어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문문항에서는 보직변경의도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설문문항을 분석할 시에는 직무몰입이 잘되는 것으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고, 설문문항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직변경의도’를 역코딩하여 ‘현부서 만족’으로 다시 용어를 조작

하였다.

나. 설문문항

직무몰입의 경우 리커트 5점 척도 중 1∼5점 중, 5점이 직무만족이 높

도록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경우도 독립변수의 설문문항과 마

찬가지로 긍정·부정 문항을 섞었으며, 부정 문항의 경우 역점수로 측정

하였다.

직무특성이론에서 제시된 중요 심리적 요인으로는 직무의 중요성

(feeling of meaningfulness)과 직무에 대한 책임감(feeling of

responsibility)이다. 직무의 중요성은 자신의 직무가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판단을 하여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며, 직무에 대한 책임감은 개인이 수행하

는 일의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책임감을 말한다. 설문문항은

2014년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문항의 “우리 조직의 목표는 매우 중요하다

고 믿는다”, “우리 조직은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를 참

고하여 이를 수정하였다. “우리 부서의 직무목표는 중요하지 않다”를 역

점수로 측정하고, “우리 부서의 직무는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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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2〕 직무의 중요성 설문문항

경찰관의 직무만족과 연구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만족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의 절차 및 결과 등으로 인한 직무자체요인, 경찰

관의 성별, 연령, 계급, 근무 연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보수, 승진

기회 등의 조직관리적 요인, 그리고 조직구조, 동료와의 관계 등 작업 환

경적 요인이 있다고 한다(이정훈, 2010). 본 연구에서는 목표의 모호성으

로 인한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것으로, 목표의 모호성 자체는 직무자체요

인에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자체 요인 외에, 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지침·매뉴얼의 모호성, 관리자의 지시의 모호성 등 작업 환경적

요인이 가미되고 있으며, 평가적 모호성으로 인해 보수, 승진 기회 등의

조직 관리적 요인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동훈(2013)이 경찰 직무 만족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들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박아이린(2005)이 한글로 번

역한 MSQ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직무만족도 검사 문

항을 수정한 것이다. 본 연구는 경찰 조직 전체가 아닌 부서내의 업무

수행에 있어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므로, 부서 내에서의 직무만족을 측

정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수정하였다. “나는 현 부서의 업무와 업무수행

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현 부서의 승진 표창 등

포상의 공정성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현 부서에서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를 리커트 5점 척도로, “현 부서에서의 나의 업무수행 결

과와 그 평가가 불만족스럽다”를 역점수로 측정하였다.

연번 설문내용

1 우리 부서의 직무 목표는 중요하지 않다

2 우리 부서의 직무는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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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직무만족 설문문항

현부서 만족(보직변경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찰관의 이직

의도에 관하 논문들을 참고하여, 이직의도에 관한 측정도구를 보직변경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수정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우해서 이강훈(2011)은 “나는 아마도 내년에 새로운 직업을 구

할 것이다”, “나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구할 것이다”, “나

는 종종 퇴직에 관하여 생각한다”와 같이 3가지 설문문항을 이용하였다.

이환범·이수창(2006)은 “현 직장을 그만둘 의향이 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다른 직장 선택 시 현 직장을 선택하지 않

은 의향이 있다” 등 위 3가지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이직의

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부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는 역점수를 측정하고, “나는 현 부서에서 만족하고 있다”

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번 설문내용

1
나는 현 부서의 업무와 업무수행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대해
만족한다

2 나는 현 부서의 승진 표창 등 포상의 공정성에 대해 만족한다

3 현 부서에서의 나의 업무수행 결과와 그 평가가 불만족스럽다

4 나는 현 부서에서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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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2〕 직무의 중요성 설문문항

경찰관의 직무만족과 연구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만족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의 절차 및 결과 등으로 인한 직무자체요인, 경찰

관의 성별, 연령, 계급, 근무 연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보수, 승진

기회 등의 조직관리적 요인, 그리고 조직구조, 동료와의 관계 등 작업 환

경적 요인이 있다고 한다(이정훈, 2010). 본 연구에서는 목표의 모호성으

로 인한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것으로, 목표의 모호성 자체는 직무자체요

인에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자체 요인 외에, 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지침·매뉴얼의 모호성, 관리자의 지시의 모호성 등 작업 환경적

요인이 가미되고 있으며, 평가적 모호성으로 인해 보수, 승진 기회 등의

조직 관리적 요인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동훈(2013)이 경찰 직무 만족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들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박아이린(2005)이 한글로 번

역한 MSQ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직무만족도 검사 문

항을 수정한 것이다. 본 연구는 경찰 조직 전체가 아닌 부서내의 업무

수행에 있어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므로, 부서 내에서의 직무만족을 측

정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수정하였다. “나는 현 부서의 업무와 업무수행

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현 부서의 승진 표창 등

포상의 공정성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현 부서에서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를 리커트 5점 척도로, “현 부서에서의 나의 업무수행 결

과와 그 평가가 불만족스럽다”를 역점수로 측정하였다.

연번 설문내용

1 우리 부서의 직무 목표는 중요하지 않다

2 우리 부서의 직무는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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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직무만족 설문문항

현부서 만족(보직변경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찰관의 이직

의도에 관하 논문들을 참고하여, 이직의도에 관한 측정도구를 보직변경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수정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우해서 이강훈(2011)은 “나는 아마도 내년에 새로운 직업을 구

할 것이다”, “나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구할 것이다”, “나

는 종종 퇴직에 관하여 생각한다”와 같이 3가지 설문문항을 이용하였다.

이환범·이수창(2006)은 “현 직장을 그만둘 의향이 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다른 직장 선택 시 현 직장을 선택하지 않

은 의향이 있다” 등 위 3가지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이직의

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부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는 역점수를 측정하고, “나는 현 부서에서 만족하고 있다”

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번 설문내용

1
나는 현 부서의 업무와 업무수행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대해
만족한다

2 나는 현 부서의 승진 표창 등 포상의 공정성에 대해 만족한다

3 현 부서에서의 나의 업무수행 결과와 그 평가가 불만족스럽다

4 나는 현 부서에서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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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현부서 만족 설문문항

3. 통제변수

조직 내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과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성의 목표의

모호성에 따른 직무몰입이 차이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성별을 통제변수

로 하였고, 계급에 따른 직무몰입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

계급인 경감 이상, 경위, 경사, 경장, 순경을 통제변수로 하였다. 또한 다

른 부서의 특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부서도 통제변수로 하였으

며, 기타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나이, 총 근무경력, 현 부서 근무 기

간, 최종학력 등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다만, 근무부서에 대한 설문문항의 경우 이를 전체 설문조사의 맨 앞

에 두어 응답자가 자신의 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재인식하도록 하고

본 연구 측정 대상이 자신이 속한 부서의 목표의 모호성이라는 것을 강

조하였다. 아울러 마지막에 개방형 질문을 두어, 목표의 모호성과 관련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들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번 설문내용

1 나는 현 부서에서 만족하고 있다

2 나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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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통제변수 설문문항

연번 설문내용

1

귀하의 근무부서는? (전체 설문문항 중 제일 앞에 위치)

①경무 ②생활안전 ③여성청소년 ④경비 ⑤수사 ⑥형사

⑦정보 ⑧정보 ⑨보안 ⑩외사 ⑪청문 ⑫홍보 ⑬교통

2 귀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3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4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고졸 ②전문대 재·졸 ③대학 재·졸 ④대학원 재·졸

5 귀하의 계급은? ①순경 ②경장 ③경사 ④경위 ⑤경감 이상

6
귀하의 총 근무기간은?

①5년 미만 ②5년∼10년 ③10년∼15년 ④15년 이상

7
귀하의 현부서 근무기간은?

①1년 미만 ②1년∼2년 ③2년∼3년 ④3년 이상

8

부서 내의 목표의 모호성과 관련해서 달리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을 자유로이 적어주세요

(

)



- 39 -

〔표 3-4〕 현부서 만족 설문문항

3. 통제변수

조직 내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과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성의 목표의

모호성에 따른 직무몰입이 차이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성별을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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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어 응답자가 자신의 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재인식하도록 하고

본 연구 측정 대상이 자신이 속한 부서의 목표의 모호성이라는 것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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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3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4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고졸 ②전문대 재·졸 ③대학 재·졸 ④대학원 재·졸

5 귀하의 계급은? ①순경 ②경장 ③경사 ④경위 ⑤경감 이상

6
귀하의 총 근무기간은?

①5년 미만 ②5년∼10년 ③10년∼15년 ④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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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자유로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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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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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계분석 및 가설의 검증

제1절 기초 통계분석

설문에는 총 82명이 참여하였고 이중 75명이 유효한 응답을 하였다.

75명의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4명(72%),

여성이 21명(28%)로 남성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근, 강

력범인 검거 등 위험하고 신체적 활동이 많은 경찰 업무 특성상 경찰 조

직 내에 남성이 많은 것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17년 5월을 기준으로 전국 경찰 조직에 속한 여경의 비율은 약 10.6%9)

정도이다. 현 설문조사에서 여성이 전국 평균 여경비율보다 많은 이유로

는, 주로 외근에 남성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지방청과 같은 내근에는

상대적으로 외근에 비해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

으로 생각된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22명(29.3%), 30대가 26명(34.7%), 40대가 26

명(34.7%), 50대가 1명(1.3%)로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골고루 설문

조사에 응해주었다. 계급은 순경 1명(1.3%), 경장 8명(10.7%), 경사 17명

(22.7%), 경위 43명(57.3%), 경감 이상이 6명(8%)로 경위가 가장 많았다.

경감 계급은 보통 일선경찰서에서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나 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위 이하는 실무를 하는 계급으로 실무를 하는 경찰

관들이 설문조사에 많이 임해주었다. 또한 경사·경위 계급이 가장 많이

설문조사에 임하였는데,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무를 하는 대다수의

경찰관들의 경위·경사 등 어느 정도 경찰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이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 설문조사에 그대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5명(6.8%), 전문대학 재·졸 2명(2.7%), 대학교

재·졸 50명(67.6%), 대학원 재·졸 17명(23%)로, 고졸, 전문대학 재·졸을

9) 2017년 6월경 ‘청장님 말씀자료’에 나온 데이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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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을 한 응답

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학원을 재·졸업한 직원들도 20% 이상 차지

하였다.

근무 경력은 5년 미만이 17명(22.7%), 5년 이상 10년 미만 20명

(26.7%), 10년 이상 15년 미만 21명(28%), 15년 이상 20년 미만 9명

(12%), 20년 이상 8명(10.7%)으로, 5년∼20년 사이의 근무경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50명(66.7%)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의 근무 경력

은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현부서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37명(49.3%), 1년 이상 2년 미만이 15

명(20%), 2년 이상 3년 미만 11명(14.7%), 3년 이상 12명(16%)으로, 응

답자 중 2년 미만인 근무자가 약 70%를 차지하는 등 경찰조직 내에서

보통 2년을 주기로 근무지를 변경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2년 미만

근무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이 근무하는 부서는 경무가 9명(12%), 생활안전이 9명(12%)

여청이 18명(24%), 경비가 4명(5.3%), 수사가 14명(18.7%), 형사가 5명

(6.7%), 정보가 5명(6.7%), 보안이 3명(4.0%), 외사가 2명(2.7%), 청문이

5명(6.7%), 교통이 1명(1.36%)이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변수 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연령

20대 22 29.3

30대 26 34.7

40대 26 34.7

50대 이상 1 1.3

성별
남 54 72

여 21 28

계급
순경 1 1.3

경장 8 10.7



- 41 -

제4장 통계분석 및 가설의 검증

제1절 기초 통계분석

설문에는 총 82명이 참여하였고 이중 75명이 유효한 응답을 하였다.

75명의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4명(72%),

여성이 21명(28%)로 남성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근, 강

력범인 검거 등 위험하고 신체적 활동이 많은 경찰 업무 특성상 경찰 조

직 내에 남성이 많은 것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17년 5월을 기준으로 전국 경찰 조직에 속한 여경의 비율은 약 10.6%9)

정도이다. 현 설문조사에서 여성이 전국 평균 여경비율보다 많은 이유로

는, 주로 외근에 남성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지방청과 같은 내근에는

상대적으로 외근에 비해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

으로 생각된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22명(29.3%), 30대가 26명(34.7%), 40대가 26

명(34.7%), 50대가 1명(1.3%)로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골고루 설문

조사에 응해주었다. 계급은 순경 1명(1.3%), 경장 8명(10.7%), 경사 17명

(22.7%), 경위 43명(57.3%), 경감 이상이 6명(8%)로 경위가 가장 많았다.

경감 계급은 보통 일선경찰서에서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나 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위 이하는 실무를 하는 계급으로 실무를 하는 경찰

관들이 설문조사에 많이 임해주었다. 또한 경사·경위 계급이 가장 많이

설문조사에 임하였는데,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무를 하는 대다수의

경찰관들의 경위·경사 등 어느 정도 경찰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이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 설문조사에 그대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5명(6.8%), 전문대학 재·졸 2명(2.7%), 대학교

재·졸 50명(67.6%), 대학원 재·졸 17명(23%)로, 고졸, 전문대학 재·졸을

9) 2017년 6월경 ‘청장님 말씀자료’에 나온 데이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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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을 한 응답

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학원을 재·졸업한 직원들도 20% 이상 차지

하였다.

근무 경력은 5년 미만이 17명(22.7%), 5년 이상 10년 미만 20명

(26.7%), 10년 이상 15년 미만 21명(28%), 15년 이상 20년 미만 9명

(12%), 20년 이상 8명(10.7%)으로, 5년∼20년 사이의 근무경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50명(66.7%)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의 근무 경력

은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현부서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37명(49.3%), 1년 이상 2년 미만이 15

명(20%), 2년 이상 3년 미만 11명(14.7%), 3년 이상 12명(16%)으로, 응

답자 중 2년 미만인 근무자가 약 70%를 차지하는 등 경찰조직 내에서

보통 2년을 주기로 근무지를 변경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2년 미만

근무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이 근무하는 부서는 경무가 9명(12%), 생활안전이 9명(12%)

여청이 18명(24%), 경비가 4명(5.3%), 수사가 14명(18.7%), 형사가 5명

(6.7%), 정보가 5명(6.7%), 보안이 3명(4.0%), 외사가 2명(2.7%), 청문이

5명(6.7%), 교통이 1명(1.36%)이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변수 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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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22 29.3

30대 26 34.7

40대 26 34.7

50대 이상 1 1.3

성별
남 54 72

여 21 28

계급
순경 1 1.3

경장 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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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17 22.7

경위 43 57.3

경감이상 6 8

최종학력

고졸 5 6.8

전문대 재·졸 2 2.7

4년제 대학 재·졸 50 67.6

대학원 재·졸 17 23

근무경력

5년 미만 17 22.7

5년∼10년 29 26.7

10년∼15년 21 28

15년∼20년 9 12

20년 이상 8 10.7

현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37 49.3

1년∼2년 15 20

2년∼3년 11 14.7

3년 이상 12 16

부서

경무 9 12

생활안전 9 12

여청 18 24

수사·형사 19 25.4

경비·교통 5 6.6

정보·보안·외사 10 13.2

홍보·청문 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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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1. 타당성 분석

타당성이란,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

하였는지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설문 문항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확

인하였다.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KMO 및

Barlett 검정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KMO 값이 0.5 이상이면 요인분

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Barlett의 검정은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검정으로, 유의수준이 0.05보다 작으면 요인분석

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요인 분석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각각

의 문항에 대해 실시하였다.

가. 독립변수

독립변수들은 사명이해의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

순위 모호성 각 3개의 문항씩 총 12개의 설문문항으로, 3개 문항씩 묶어

요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KMO값은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Barlett

검정은 유의수준인 0.00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시적 모호성의 경우 0.55

이며, 지시적 모호성의 5번 문항의 KMO값이 0.29로 매우 부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명이해 모호성의 3번 문항도 KMO값이 0.41로 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적 모호성의 2번 문항의 경우 KMO값이 매우 부적절하고, ‘모호

성으로 인한 재량의 행사’라는 질문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 응답자들

이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는 지시적 모호성의 5

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지시적 모호성의 경우 4번 문항과 6번 문항을 활

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명이해 모호성의 3번 질문인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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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라는 질문의 경우 해석이 어렵지 않으며,

KMO값도 0.41 정도로 0.5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사명이해 모호성의 3번

문항은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4-2〕 독립변수 12개 문항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 설문문항 공통성 KMO

사명이해

모호성

1-1 0.83

0.62 0.78

3 0.41

지시적

모호성

4 0.63

0.555 0.29

6 0.71

평가적

모호성

7 0.79

0.738 0.82

9 0.76

우선순위

모호성

10 0.87

0.6211 0.53

12 0.88

KMO 표본적합도 0.867

Barlett 검정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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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직무의 중요성 2문항, 직무만족 4문항, 보직변경의도 2문

항으로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 사명이해, 지시적, 평가적,

지시적 모호성의 KMO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Barlett 검정은

유의수준인 0.000으로 나타났다.

〔표 4-3〕종속변수 8개 문항 요인분석 결과

2. 신뢰도 분석

신뢰도는 연구 대상에 반복 측정을 가정했을 때, 동일한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는 것으로, 신뢰도 분석은 측정 도구의 정확성을

종속변수 설문문항 공통성 KMO

직무의 중요성
2-1 0.58

0.5
2 0.58

직무만족

3 0.69

0.782
4 0.69

5 0.67

6 0.60

보직변경의도
7 0.78

0.5
8 0.78

KMO 표본적합도 0.844

Barlett 검정 0.000



- 45 -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라는 질문의 경우 해석이 어렵지 않으며,

KMO값도 0.41 정도로 0.5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사명이해 모호성의 3번

문항은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4-2〕 독립변수 12개 문항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 설문문항 공통성 KMO

사명이해

모호성

1-1 0.83

0.62 0.78

3 0.41

지시적

모호성

4 0.63

0.555 0.29

6 0.71

평가적

모호성

7 0.79

0.738 0.82

9 0.76

우선순위

모호성

10 0.87

0.6211 0.53

12 0.88

KMO 표본적합도 0.867

Barlett 검정 0.000

- 46 -

나.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직무의 중요성 2문항, 직무만족 4문항, 보직변경의도 2문

항으로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 사명이해, 지시적, 평가적,

지시적 모호성의 KMO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Barlett 검정은

유의수준인 0.000으로 나타났다.

〔표 4-3〕종속변수 8개 문항 요인분석 결과

2. 신뢰도 분석

신뢰도는 연구 대상에 반복 측정을 가정했을 때, 동일한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는 것으로, 신뢰도 분석은 측정 도구의 정확성을

종속변수 설문문항 공통성 KMO

직무의 중요성
2-1 0.58

0.5
2 0.58

직무만족

3 0.69

0.782
4 0.69

5 0.67

6 0.60

보직변경의도
7 0.78

0.5
8 0.78

KMO 표본적합도 0.844

Barlett 검정 0.000



- 47 -

나타낸다.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는 내적일

관성법이 주로 사용되며, 이번 연구에서도 내적일관성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 α 계수가 0.8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은 수준, 0.7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수준, 0.6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가. 독립변수 신뢰도 분석

독립변수 항목별로 3개 문항씩 신뢰도 분석한 결과, 사명이해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모두 Cronbach α값이

0.8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4-4〕 독립변수 신뢰도 분석결과

항목 설문문항
Cronbach α

항목제거시 전체

사명이해

모호성

1-1 .894

.903

1-2 .894

1-3 .906

지시적

모호성

2-1 .894

2-1 .909

2-3 .894

평가적

모호성

3-1 .892

3-2 .893

3-3 .889

우선순위

모호성

4-1 .889

4-2 .903

4-3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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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속변수 신뢰도 분석

종속변수도 항목별로 직무 중요성 2개, 직무만족 4개, 보직변경의도 2

개 문항씩 신뢰도 분석한 결과, 직무 중요성, 직무만족, 보직변경의도는

모두 Cronbach α값이 0.8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4-5〕종속변수 신뢰도 분석결과

제3절 기술통계 및 평균 비교

1. 기술통계 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설문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각 요

인별 인식 수준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타당도가 낮은 지시적

항목 설문문항
Cronbach α

항목제거시 전체

직무 중요성
2-1 .860

.847

2 .858

직무만족

3 .800

4 .818

5 .821

6 .823

현부서 만족
7 .803

8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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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성의 3번 문항을 제외하고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독립변수

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모호성이 높은 것이며, 종속변수의 경우 점수

가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 측정결과, 사

명이해 모호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선순위 모호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 직무 특성상 여러 사람들의 가치관, 이

해관계 등이 충돌하게 되면서 목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판

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종속변수의 경우 직무의 중요성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부서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찰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의 공공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직무

만족과 현부서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6〕각 변수별 기술통계 비교

2.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종속변수 평균비교

각 범주에 따라 종속변수인 직무의 중요성·직무만족·현부서 만족이 차

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인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범주가 2개 이므로 두 집단 간 평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독립변수

사명이해 모호성 2.417 .852

75

지시적 모호성 2.700 .877

평가적 모호성 2.9867 .943

우선순위 모호성 3.115 .991

종속변수

직무의 중요성 3.80 .687

직무만족 3.20 .792

현부서 만족 3.166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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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을 비교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이외는 모두 범주가 3

개 이상인 통제변수들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

제변수인 연령, 성별, 학력, 계급, 총 근무기간, 현부서 근무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7〕통제변수 범주 간 직무의 중요성 차이 비교

구분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연령

20대 22 3.772 .611

.521
30대 26 3.692 .825

40대 26 3.903 .600

50대 이상 1 4.500

성별
남 54 3.824 .694

.612
여 21 3.738 .682

학력

고졸 5 3.600 .484

.589
전문대재·졸 2 3.250 .250

4년제재·졸 50 3.820 .096

대학원재·졸 18 3.882 .151

계급

순경 1 3.500 .997

.919

경장 8 3.812 .769

경사 17 3.676 .622

경위 43 3.848 .605

경감이상 6 3.833 .687

총 근무기간

5년 미만 17 3.764 .687

.953

5년∼10년 20 3.875 .758

10년∼15년 21 3.761 .717

15년∼20년 9 3.888 .485

20년 이상 8 3.687 .752

현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37 3.783 .712

.716
1년∼2년 15 3.900 .573

2년∼3년 11 3.909 .664

3년 이상 12 3.625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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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통제변수 범주 간 직무만족 차이 비교

구분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연령

20대 3.340 .700 .513

30대 3.192 .837

40대 3.076 .826

50대 이상 4.000

성별
남 54 3.278 .099

0.583
여 21 3.023 .201

학력

고졸 3.050 .758

.589
전문대재·졸 2.625 .176

4년제재·졸 3.270 .817

대학원재·졸 3.088 .770

계급

순경 4.000

.223

경장 2.843 .972

경사 3.014 .792

경위 3.360 .752

경감이상 3.000 .689

총 근무기간

5년 미만 3.029 .095

.116

5년∼10년 3.575 .669

10년∼15년 3.226 .627

15년∼20년 2.944 .933

20년 이상 2.906 .875

현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3.195 .829

.602
1년∼2년 3.400 .742

2년∼3년 3.227 .728

3년 이상 2.979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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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통제변수 범주 간 현부서 만족 차이 비교

구분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연령

20대 3.272 .146

.437
30대 3.096 .221

40대 3.096 .161

50대 이상 4.500

성별
남 3.185 .907

.915
여 3.119 .934

학력

고졸 2.700 1.303

..470
전문대재·졸 2.500 .000

4년제재·졸 3.210 .881

대학원재·졸 3.235 .937

계급

순경 3.500 1.265

.307

경장 2.562 .903

경사 3.264 .826

경위 3.267 .917

경감이상 2.916 .909

총 근무기간

5년 미만 2.85 .897

.293

5년∼10년 3.450 .916

10년∼15년 3.214 .799

15년∼20년 3.277 .833

20년 이상 2.875 .1.187

현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3.108 1.021

.694
1년∼2년 3.133 .611

2년∼3년 3.090 1.091

3년 이상 3.458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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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관관계 분석

가설들을 검증하기 전에 검정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란 두 개 이상

의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말한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1에서

+1까지 이며,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절대값이 0

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절댓값이 0.2 미만은 낮

은 상관관계, 0.4 미만은 보통의 상관관계, 0.4 이상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번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사명이해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수위 모호성과 종속변수인 직무 중요성,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보직변경의도)은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모두 0.05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지니고 있다. 직무 중요성의

경우 지시적 모호성과 -0.341, 평가적 모호성과 -0.376, 우선선위 모호성

과 -0.333으로 음의 상관관계는 가지나 절대값이 0.4 미만으로 보통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 각각의 독립변수들은 각

각의 종속변수들에 대해 절대값이 0.4 이상의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무의

중요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0.573값을 가지는 사명이

해 모호성이고, 직무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0.705값

의 평가적 모호성과 -0.632값을 가지는 우선순위 모호성이다. 현부서 만

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0.587값을 가지는 우선순위 모

호성과 -0.578값을 가지는 사명이해 모호성으로 확인된다. 한편, 독립변

수간의 상관관계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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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사명

이해
지시적 평가적

우선

순위

직무

중요성

직무

만족

현부서

만족

사명

이해
1

지시적 0.617** 1

평가적 0.524** 0.672** 1

우선

순위
0.551** 0.581** 0.660** 1

직무

중요성
-0.573** -0.341** -0.376** -0.333** 1

직무

만족
-0.563** -0.616** -0.705** -0.632** 0.417** 1

현부서

만족
-0.578** -0.514** -0.508** -0.587** 0.230* 0.754** 1

** : 상관계수가 0.01수준에서 유의미함

* : 상관계수가 0.05수준에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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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모호성이고, 직무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0.705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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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사명

이해
지시적 평가적

우선

순위

직무

중요성

직무

만족

현부서

만족

사명

이해
1

지시적 0.617** 1

평가적 0.524** 0.672** 1

우선

순위
0.551** 0.581** 0.660** 1

직무

중요성
-0.573** -0.341** -0.376** -0.333** 1

직무

만족
-0.563** -0.616** -0.705** -0.632** 0.417** 1

현부서

만족
-0.578** -0.514** -0.508** -0.587** 0.230* 0.754** 1

** : 상관계수가 0.01수준에서 유의미함

* : 상관계수가 0.05수준에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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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가설 분석

4가지 차원의 모호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직무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 변수에는 나이, 성별, 학력, 계급, 총

근무기간, 현부서 근무기간, 근무부서로 설정하였다. 근무부서의 경우 경

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수사·형사, 교통·경비, 정보·보안·외사 이렇게

크게 5가지 분류로 나누어 더미 변수를 활용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

다. 경무의 경우 서울청 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생활안전은 경

찰 조직 내에서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지구대·파출소의 기획·근무관

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서울청 내에서 그 업무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하나로 묵었다. 여성청소년의 경우 최근에 4대악 출범과 더불어 기

존에 있던 여성청소년계가 확대된 부서로, 업무 내용이 여타 부서와 다

르고 신생부서이다 보니 하나의 통제변수로 둔 것이다. 그 외 수사·형사,

교통·경비과, 정보·보안 외사를 묶어서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규모가

작은 경찰서의 경우 수사·형사과가 함께 수사과로 묶이고, 교통·경비과가

함께 교통·경비과로 묶이며, 정보·보안·외사가 함께 묶여 정보과로 분류

되는 등 서로 직무가 비슷한 부서끼리 묶어서 통제변수로 활용한 것이

다. 청문과 홍보는 비교적 그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수가 작고 치안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각각 경찰 조직의 부수적인 업무인 감찰

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볼 수 있어 함께 묶어 통제변수로 활용하

였다.

1. 독립변수와 직무중요성의 관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사명이해 모호성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 지시적·평가적·우선순위 모호성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명이해 모호성은 t값이 –3.921이고 유의수준은 0.000이고

수정된 R²값은 0.323 이고 β값은 –0.530이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2.197, 분산팽창지수(VIF)는 1.969로 나타났다. 이에 사명이해 모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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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중요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잔차에 자기 상관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0에서부터 4까지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우면 잔차들 간의

양의 상관관계,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Durbin-Watson 통계량이 2에 가까울수록 오차항들이 서로 독립함을 나

타내고 회귀분석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245

으로 회귀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VIF는 다중공선성을 검증하

기 위한 것으로, 10이상인 경우 다중 공선성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분석결과 VIF가 10 이상인 경우가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직무의 중요성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공공가치를 느끼

고 직무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부서의 목표가 모호할수록 직무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명이해 모호성이 직무

의 중요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지시적 모호성

과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은 직무의 중요성과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직무의 가치를 느끼는데 있어 매뉴얼·지

시·지침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자신의 직무수행결과 평가 방식, 목표 내

의 서열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공가치 인식, 자신의

직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 공공서비스 정신 함양 등을 위해선 우선적으

로 부서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조직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고 볼 수 있다.

〔표 4-11〕독립변수와 직무의중요성의 관계

구분 표준오차 β t값 유의수준 VIF

독립

변수

사명이해
모호성

.169 -.530 -3.921 .000 1.969

지시적
모호성

.134 -.128 -.774 .442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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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와 직무만족의 관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이 유의미하 것

으로 나타났고, 사명이해 모호성과 지시적 모호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평가적 모호성은 t값이 –3.286이고 유의수준은 0.002이

고 분산팽창지수는 2.485, 우선순위 모호성의 t값은 -2.140이고 t값은

0.037, 분산팽창지수는 2.474로 나타났다. 수정된 R²값은 0.540,

Durbin-Watson 통계량은 1.814로 나타났다. 이에 평가적 모호성과 우선

순위의 모호성이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검증되었

다.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성취감, 포상만족, 직원들과의 관계만

평가적
모호성

.171 .002 .011 .991 2.485

우선순위
모호성

.163 .006 .039 .969 2.474

통제

변수

나이 .262 .616 3.027 .004 4.458

성별 .282 -.186 -1.580 .120 1.497

학력 .167 .035 .311 .757 1.397
계급 .181 .058 .432 .667 1.908

총 근무기간 .175 -.587 -2.853 .006 4.571

현부서 근무기간 .107 .061 .532 .597 1.401
경무·생안 .704 -.392 -1.380 .173 8.705

여청 .697 -.435 -1.578 .120 8.211

교통·경비 1.126 -.193 -1.574 .121 1.615
수사·형사 .713 -.424 -1.661 .102 7.038

정보·보안·외사 .696 -.447 -1.593 .117 8.509

청문·홍보 .796 -.319 -1.699 .095 3.811
R²/수정된R² .471 / .323

F/유의수준/D-W 3.176 / .000 /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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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등 사회적 성취감 등에 대한 만족이다. 직무만족의 경우, 부서 혹은

자신의 직무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거나 부서 내에서 목표들의 우선순

위가 불분명하여 목표들 간 충돌이 있는 등 갈등이 발생할 때 부서 내

구성원들은 사회적 성취감이 떨어져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고 해석된다. 또한, 부서의 목표가 모호하거나 매뉴얼·지침·지시 등이 모

호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사회적 성취감과 별개의 요인으로 직

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2〕독립변수와 직무만족의 관계

구분 표준오차 β t값 유의수준 VIF

독립

변수

사명이해
모호성

.102 -.186 -1.692 .096 1.969

지시적
모호성

.081 -.085 -.637 .527 2.932

평가적
모호성

.103 -.406 -3.286 .002 2.485

우선순위
모호성

.098 -.264 -2.140 .037 2.474

통제

변수

나이 .158 .113 .684 .497 4.458
성별 .170 -.053 -.552 .583 1.497
학력 .101 -.173 -1.865 .067 1.397
계급 .109 .072 .662 .510 1.908

총 근무기간 .106 -.187 -1.114 .270 4.571
현부서근무기간 .064 -.124 -1.333 .188 1.401
경무·생안 .424 -.085 -.366 .716 8.705
여청 .420 -.082 -.364 .717 8.211

교통·경비 .678 -.056 -.558 .579 1.615
수사·형사 .430 -.021 -.100 .921 7.038
정보·보안·외사 .419 -.136 -.593 .555 8.509
청문·홍보 .479 -.121 -.789 .434 3.811

R²/수정된R² .641 / .540

F/유의수준/D-W 6.351 / .000 /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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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와 직무만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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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²/수정된R² .471 / .323

F/유의수준/D-W 3.176 / .000 /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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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수와 현부서 만족의 관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사명이해 모호성과 우선순위 모호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명이해 모호성은 t값이 -2.502이고, 유의수준은

0.015이며, 분산팽창지수는 4.727이다. 우선순위 모호성은 t값이 –2.171

이고 유의수준은 0.034이고 분산팽창지수는 1.929로 나타났다. 수정된 R²

값은 0.318, Durbin-Watson 통계량은 2.021로 나타났다. 이에 사명이해

모호성과 우선순위의 모호성이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현부서 만족의 경우 보직변경의도를 역코딩해서 해석한 것으로, 현부

서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희망하는 것이다. 부

서 구성원이 현부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 이동하여 직무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요인에는 부서의 자체가 목표가 모호하거나 부서 내 목

표들의 우선순위가 모호하여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 부서 직무 자체가

불분명하여 부서 업무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다

른 직무에 종사하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직변경의도

에 지시적 모호성과 평가적 모호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지시

가 모호하거나 평가가 모호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직무 자체를 변경하고

자 하는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13〕독립변수와 현부서 만족의 관계

구분 표준오차 β t값 유의수준 VIF

독립

변수

사명이해
모호성

.140 -.332 -2.502 .015 4.727

지시적
모호성

.112 -.023 -.140 .889 1.598

평가적
모호성

.144 -.075 -.498 .620 1.408

우선순위
모호성

.135 -.323 -2.171 .03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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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종합

위 분석들을 통해 아래와 같이 가설이 검증되었다. 사명이해 모호성의

경우 직무의 중요성과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

인되었으나, 그 이외 직무만족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분석된다. 지

시적 모호성의 경우 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에 모두 유의

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고, 평가적 모호성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직무의 중요성, 현부서 만족에는 별다른 영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선순위 모호성의 경우 직무만족과

현부서 만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외 직무

만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

나이 .224 -.068 -.329 .743 4.831

성별 .246 .046 .387 .701 1.487

학력 .139 .050 .450 .655 8.667

계급 .152 -.097 -.737 .464 7.938

총 근무기간 .150 .141 .680 .499 1.617

현부서 근무기간 .092 -.009 -.075 .941 7.019

경무·생안 .584 -.235 -.846 .401 8.486

여청 .582 -.083 -.310 .758 3.808

교통·경비 .935 -.022 -.180 .858 1.617

수사·형사 .592 -.015 -.060 .952 7.019

정보·보안·외사 .578 -.088 -.320 .750 8.486

청문·홍보 .660 -.125 -.678 .501 3.808

R²/수정된R² .469 / .318

F/유의수준/D-W 3.096 / .001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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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가설 검증 종합

구분 가설 결과

1-1
사명이해가 모호할수록 직무의 중요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1-2
사명이해가 모호할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3
사명이해가 모호할수록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1
지시가 모호할수록 직무의 중요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기각

2-2
지시가 모호할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지시가 모호할수록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1
평가가 모호할수록 직무의 중요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기각

3-2
평가가 모호할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3
평가가 모호할수록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1
우선순위가 모호할수록 직무의 중요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기각

4-2
우선순위가 모호할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3
우선순위가 모호할수록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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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술형 의견

설문문항의 마지막 서술형 의견들을 확인하여, 응답자들이 부서의 목

표의 모호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총 6명이

서술형으로 부서의 목표의 모호성에 대해 응답하였고 그 중 이 연구와

관련된 응답 4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1번과 2번의 경우, 부서 내 명확한 목표가 없다보니, 그때그때의 변화

나 상황에 맞추어 대응한다고 하며, 부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3번의 경우 공공

서비스의 특성을 지적하며, 공공서비스 특성상 목표가 모호할 수밖에 없

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4번의 경우 오히려 앞의 세 가지 의견과 반대로 조직의 목표가 명확

하나 실천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경찰 조직은 치안 유지라는 큰

목표가 명확하나,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는 의견

으로 보인다. 실제, 본 연구도 치안 유지라는 목표가 명확하나, 각 부서

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서 내 소목표들이 명확한 지에 대해 연구

분석하는 것으로, 4번 응답자도 실상 본 연구자와 비슷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5〕서술형 의견

번 호 의 견

1
부서마다 명확한 목표가 없이 그때그때 변화나 상황에 대처

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2
부서내의 목표가 명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수단도 명확하다면

업무의 강도는 조금 더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3
공공서비스는 목표 설정이나 성과는 통계화 하기 힘든 직업

군이다. 부서 내 목표 설정자체가 어불성설이다

4 조직에 대한 목표 등은 명확하나 실천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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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가설 검증 종합

구분 가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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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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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경찰 조직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 부서에서 발

생하는 목표의 모호성이 직무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명이해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은 직무몰입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시적 모호성이 직무몰

입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5-1, 연구결과의 요약〕

독립변수
(목표의 모호성) 부(-)의 영향 종속변수(직무몰입)

사명이해
모호성 직무의 중요성

지시적 모호성
직무만족

평가적 모호성

현부서 만족
(보직변경의도)우선순위

모호성

사명이해 모호성은 직무의 중요성과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명이해와 직무의 중요성의 관계의 경우, 부서

의 목표가 명확한지 또는 현부서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명확한지 등에 의

해 조직 구성원들이 부서 직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는 부서의 목표가 불명확할수록 부서의 구성원인 개인들이 자신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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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공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서의 목표

가 명확해야 부서 내에서 행하는 자신의 직무의 가치를 더욱 잘 느끼고

직무에 더 몰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명이해와 현부서 만

족의 경우 사명이해가 모호할수록 현 부서의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부서의 목표가 모호함

으로 인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수단이 모호하거나,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불분명하게 됨에 따라 현부서의 직무에 몰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 하지만 가설과 달리, 사명이해가 모호함과 직무만족 관계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사명이해의 경우에는 직무의 가치

평가와 달리 포상·관계·성취감 등과 같은 만족도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

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시적 모호성은 직무몰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업무 매뉴얼이 모호하거나, 관리자 지침·지시가 불명확할수록 직

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모든 가설이 기

각되는 등, 지시적 모호성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

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경찰

직무의 특성상 지시적 모호성이 항시 존재함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평가적 모호성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서의 직무달성도나, 개인의 직무달성도 등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아니하면 부서 내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직무몰입이 되지 않

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평가적 모호성의 경우 직무만족과는 관계가 직결

되나, 직무의 중요성과 같이 개인이 직무에 대해서 느끼는 직무의 가치

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현부

서 만족(보직변경의도)와도 별다른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부서나 개인

의 직무 평가가 모호하다고 해서 바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싶은지 여

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우선순위 모호성은 직무만족과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목표의 우선순위가 모호함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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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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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5-1, 연구결과의 요약〕

독립변수
(목표의 모호성) 부(-)의 영향 종속변수(직무몰입)

사명이해
모호성 직무의 중요성

지시적 모호성
직무만족

평가적 모호성

현부서 만족
(보직변경의도)우선순위

모호성

사명이해 모호성은 직무의 중요성과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명이해와 직무의 중요성의 관계의 경우, 부서

의 목표가 명확한지 또는 현부서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명확한지 등에 의

해 조직 구성원들이 부서 직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는 부서의 목표가 불명확할수록 부서의 구성원인 개인들이 자신의 업무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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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특성상 지시적 모호성이 항시 존재함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평가적 모호성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서의 직무달성도나, 개인의 직무달성도 등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아니하면 부서 내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직무몰입이 되지 않

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평가적 모호성의 경우 직무만족과는 관계가 직결

되나, 직무의 중요성과 같이 개인이 직무에 대해서 느끼는 직무의 가치

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현부

서 만족(보직변경의도)와도 별다른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부서나 개인

의 직무 평가가 모호하다고 해서 바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싶은지 여

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우선순위 모호성은 직무만족과 현부서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목표의 우선순위가 모호함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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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선순위가 모호함으로 인해 어떤 목표를 우선시해야 할지 불분명함

에 따라 직무만족이 저하되고, 현부서 말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려는 현

상이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부서 구성원들에게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무

엇보다 부서의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되고(사명이해 모호성), 직무

의 성취감·포상의 만족도·사기 등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어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직무평가(평가적 모호성)와 부서 내 목표들

의 우선순위가(우선순위 모호성) 명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현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요인에는 부서의 목표

가 명확하고(사명이해 모호성) 그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가 명확(우선순

위 모호성) 할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부서의 목표의 모호성의 차원에

따라 각기 직무몰입 하위 요소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결과의 해석

사명이해 모호성의 경우 직무의 중요성과 현부서 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직무의 중요성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이다. 지

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의 경우 직무의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의 공공가치

를 높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호성의 하위차원 보다 부서의 직무가

명확하고 구성원들이 부서가 목표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시적 모호성과 우선순위 모호성의 경우

직무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로는, 항상 복잡하고 우선순위

가 모호한 치안 상황에 부딪치는 경찰관들에게 있어 부서의 목표 자체만

명확하다면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직무의 실무적인 모호함은 직무의

가치 인식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평가적 모호성은 자신의 직무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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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평가받는 모호성의 정도로 이는 직무만족과 관련 있는 요소로, 직

무 자체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인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즉, 무엇보

다 부서 자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 명확하다고 하면, 구성원들은 그

목표 하나만으로 직무 자체의 가치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으로, 직무 가

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이 부서 구성원들에게 현부서 만족으로

이어지는 등 직무몰입을 높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만, 부서 직무

목표 자체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직무

에 대한 포상의 만족감, 직무 성취감, 동료직원들과의 연대감 등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직무만족(포상·성취감·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평가적 모호

성과 우선순위 모호성이다. 평가적 모호성은 개인이 부서의 사명을 얼마

나 달성했는지 그 성과를 평가하는데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로,

개인이 직무를 수행한 결과를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정도이다.

이는 개인의 직무만족과 직결되는 문제로, 자신의 직무결과에 대한 정당

한 평가가 이루어질수록 승진·표창 등의 포상에 대한 만족, 직무에 대한

성취감, 부서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대에 대한 만족 등이 높아짐

에 따라 직무몰입이 잘 되는 것이다. 우선순위 모호성이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부서 직무 목표의 우선순위가 모호할수록 목표의

충돌로 인해 직무와 관련 부서 내 직원들과의 갈등의 발생, 목표 충돌로

인한 직무 목표를 실제로 객관적으로 성취한 것에 대한 의문 등의 발생

으로 인한 성취감의 감소, 직무결과 포상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직무만

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명이해 모호성은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요소로 직무만족(포상·성취감·연대감)과는 무관

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리자의 지시, 업무·매뉴얼의 등의 모호성 역시 직

무만족(포상·성취감·연대감)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시들이 모호하다

고 하더라도, 실제 경찰관들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요소인 포상, 성취감,

연대감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지

시적 모호성과 직무만족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가적 중요성의 경우 직무의 중요성, 현부서 만족(보직변경의도)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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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선순위가 모호함으로 인해 어떤 목표를 우선시해야 할지 불분명함

에 따라 직무만족이 저하되고, 현부서 말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려는 현

상이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부서 구성원들에게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무

엇보다 부서의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되고(사명이해 모호성), 직무

의 성취감·포상의 만족도·사기 등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어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직무평가(평가적 모호성)와 부서 내 목표들

의 우선순위가(우선순위 모호성) 명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현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요인에는 부서의 목표

가 명확하고(사명이해 모호성) 그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가 명확(우선순

위 모호성) 할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부서의 목표의 모호성의 차원에

따라 각기 직무몰입 하위 요소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결과의 해석

사명이해 모호성의 경우 직무의 중요성과 현부서 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직무의 중요성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이다. 지

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의 경우 직무의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의 공공가치

를 높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호성의 하위차원 보다 부서의 직무가

명확하고 구성원들이 부서가 목표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시적 모호성과 우선순위 모호성의 경우

직무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로는, 항상 복잡하고 우선순위

가 모호한 치안 상황에 부딪치는 경찰관들에게 있어 부서의 목표 자체만

명확하다면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직무의 실무적인 모호함은 직무의

가치 인식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평가적 모호성은 자신의 직무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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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평가받는 모호성의 정도로 이는 직무만족과 관련 있는 요소로, 직

무 자체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인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즉, 무엇보

다 부서 자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 명확하다고 하면, 구성원들은 그

목표 하나만으로 직무 자체의 가치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으로, 직무 가

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이 부서 구성원들에게 현부서 만족으로

이어지는 등 직무몰입을 높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만, 부서 직무

목표 자체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직무

에 대한 포상의 만족감, 직무 성취감, 동료직원들과의 연대감 등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직무만족(포상·성취감·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평가적 모호

성과 우선순위 모호성이다. 평가적 모호성은 개인이 부서의 사명을 얼마

나 달성했는지 그 성과를 평가하는데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로,

개인이 직무를 수행한 결과를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정도이다.

이는 개인의 직무만족과 직결되는 문제로, 자신의 직무결과에 대한 정당

한 평가가 이루어질수록 승진·표창 등의 포상에 대한 만족, 직무에 대한

성취감, 부서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대에 대한 만족 등이 높아짐

에 따라 직무몰입이 잘 되는 것이다. 우선순위 모호성이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부서 직무 목표의 우선순위가 모호할수록 목표의

충돌로 인해 직무와 관련 부서 내 직원들과의 갈등의 발생, 목표 충돌로

인한 직무 목표를 실제로 객관적으로 성취한 것에 대한 의문 등의 발생

으로 인한 성취감의 감소, 직무결과 포상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직무만

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명이해 모호성은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요소로 직무만족(포상·성취감·연대감)과는 무관

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리자의 지시, 업무·매뉴얼의 등의 모호성 역시 직

무만족(포상·성취감·연대감)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시들이 모호하다

고 하더라도, 실제 경찰관들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요소인 포상, 성취감,

연대감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지

시적 모호성과 직무만족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가적 중요성의 경우 직무의 중요성, 현부서 만족(보직변경의도) 말고



- 67 -

직무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로는 종속변수의 특성상, 직무의

중요성은 부서 목표의 명확성에 따라 개인의 직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리지는 것으로 직무의 중요성 인식 자체는 개인의 직무결과 평가의 모

호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현부서 만족(부서변경

의도)도 부서의 직무 자체의 특성인 부서 자체의 목표의 명확성(사명이

해 모호성) 혹은 부서 내 목표들의 순위의 모호(우선순위 모호성)에 따

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서 자체 목표의 특성과 관련 없는 개인의 직무

결과 평가의 모호성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부서 만족(부서변경의도)는 앞서 말했듯이 부서 자체의 목표의 특성

과 관련 있는 사명이해 모호성과 우선순위 모호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부서 자체의 목표가 명확하거나, 부서내의 목표들의 우선순위가 명확

할수록 자신의 직무에 대해 명확히 인식함으로 인해 개인 내부적인 갈등

이 없게 되어 부서를 변경할 의도가 생기지 않고 자신의 부서 직무 자체

에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부서 목표 자체와 관련 없는 지시적 모

호성이나 평가적 모호성은 현부서 만족(보직변경의도)와 관련이 없는데,

이는 개인이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중간에 성격이 다른 부서로 자발

적으로 변경하기를 마음먹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현

재 부서 목표의 명확성 등 목표 자체의 특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른 모호성의 하위차원과 비교하여 지시적 모호성의 경우 직무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직무 수행에 있어 일상적

으로 나타나는 모호성의 결과로 추정된다. 관리자의 지시, 업무·매뉴얼

등이 모호하더라도 직무 자체의 중요성의 인식과는 무관한 것이고, 직무

만족(포상·성취감·연대감)도 관리자의 지시가 모호한 것과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부서 만족(보직변경의도)도 부서

목표의 특성만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등 지시적 모호성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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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 연구의 시사점

먼저 이번 연구는, 경찰관들의 직무몰입을 목표의 모호성 차원에서 분

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 국내연구들은 경찰

관들의 직무몰입과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 성과관리, 관리자의 리더십,

경찰 직무특성 등의 독립변수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목표의 모호성

을 독립변수로 하여 연구한 직무몰입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

다. 이 연구에서는 목표의 모호성이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목표의 모호성 내에서도 다양한 차원이 있

고 그 차원에 따라 각기 다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

다. 사명이해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모두 각각의 모호

성의 특성으로 인해 직무몰입 내에서도 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보직변경의도) 등 각각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확

인하였다.

두 번째로, 이번 연구는 부서내 목표의 모호성을 설문 대상으로 삼은

데 있다. 공공조직의 경우 민간조직과는 달리 시장적 신호(market

signal)가 없고 모호하고 갈등적인 정치적 요구사항에 대응해야 하는 환

경에 직면하게 되어 목표의 모호성이 민간조직 보다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Davis & Stazyk, 2015). 이에 대다수의 다른 연구들은 공공조직의

목표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율되는 등 조직 자체의 목표의 모호성을 연

구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에서는 조직 내의 각 부서에

있는 실무진들을 상대로 실제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목표의

모호성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세 번째로, 이 연구의 대상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경찰조직의 경우 크게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지방청, 본청

이렇게 기관 내 상하 구조가 나뉘어져 있다. 이번 연구 대상을 삼은 경

찰관들은 모두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자들로, 조직 내에서도 상급 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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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로는 종속변수의 특성상, 직무의

중요성은 부서 목표의 명확성에 따라 개인의 직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리지는 것으로 직무의 중요성 인식 자체는 개인의 직무결과 평가의 모

호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현부서 만족(부서변경

의도)도 부서의 직무 자체의 특성인 부서 자체의 목표의 명확성(사명이

해 모호성) 혹은 부서 내 목표들의 순위의 모호(우선순위 모호성)에 따

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서 자체 목표의 특성과 관련 없는 개인의 직무

결과 평가의 모호성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부서 만족(부서변경의도)는 앞서 말했듯이 부서 자체의 목표의 특성

과 관련 있는 사명이해 모호성과 우선순위 모호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부서 자체의 목표가 명확하거나, 부서내의 목표들의 우선순위가 명확

할수록 자신의 직무에 대해 명확히 인식함으로 인해 개인 내부적인 갈등

이 없게 되어 부서를 변경할 의도가 생기지 않고 자신의 부서 직무 자체

에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부서 목표 자체와 관련 없는 지시적 모

호성이나 평가적 모호성은 현부서 만족(보직변경의도)와 관련이 없는데,

이는 개인이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중간에 성격이 다른 부서로 자발

적으로 변경하기를 마음먹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현

재 부서 목표의 명확성 등 목표 자체의 특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른 모호성의 하위차원과 비교하여 지시적 모호성의 경우 직무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직무 수행에 있어 일상적

으로 나타나는 모호성의 결과로 추정된다. 관리자의 지시, 업무·매뉴얼

등이 모호하더라도 직무 자체의 중요성의 인식과는 무관한 것이고, 직무

만족(포상·성취감·연대감)도 관리자의 지시가 모호한 것과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부서 만족(보직변경의도)도 부서

목표의 특성만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등 지시적 모호성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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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 연구의 시사점

먼저 이번 연구는, 경찰관들의 직무몰입을 목표의 모호성 차원에서 분

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 국내연구들은 경찰

관들의 직무몰입과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 성과관리, 관리자의 리더십,

경찰 직무특성 등의 독립변수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목표의 모호성

을 독립변수로 하여 연구한 직무몰입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

다. 이 연구에서는 목표의 모호성이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목표의 모호성 내에서도 다양한 차원이 있

고 그 차원에 따라 각기 다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

다. 사명이해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모두 각각의 모호

성의 특성으로 인해 직무몰입 내에서도 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보직변경의도) 등 각각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확

인하였다.

두 번째로, 이번 연구는 부서내 목표의 모호성을 설문 대상으로 삼은

데 있다. 공공조직의 경우 민간조직과는 달리 시장적 신호(market

signal)가 없고 모호하고 갈등적인 정치적 요구사항에 대응해야 하는 환

경에 직면하게 되어 목표의 모호성이 민간조직 보다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Davis & Stazyk, 2015). 이에 대다수의 다른 연구들은 공공조직의

목표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율되는 등 조직 자체의 목표의 모호성을 연

구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에서는 조직 내의 각 부서에

있는 실무진들을 상대로 실제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목표의

모호성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세 번째로, 이 연구의 대상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경찰조직의 경우 크게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지방청, 본청

이렇게 기관 내 상하 구조가 나뉘어져 있다. 이번 연구 대상을 삼은 경

찰관들은 모두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자들로, 조직 내에서도 상급 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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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방청 내의 경찰서들을 관리·지도하는 역할들을 하거나, 업무분장에

의해 경찰서에서 맡는 업무들 보다 더 비중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찰관들의 직무몰입은 주로 경찰서·지구대 직원들을 표본으로

삼은 경우가 많으며, 지방청·본청 등 상급기관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조직 내의 기획·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가

지는 인식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이 연구의 의의가 있고, 향후 경찰서·

지구대 직원들이 목표의 모호성에 대해 지니는 인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로, 향후 경찰관들의 직무몰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독립변수인 4가지 목표의 모호성 하위 차원이 각각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정책의 목표 설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부서 목표가 명

확할수록 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의 가치를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개인의 직무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정당하거나 목표들 간의 우선순

위가 명확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며, 부서 목표가 명확하거나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가 명확할수록 현부서에 직무에 애착을 느껴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의 한계

이번 연구는 연구 대상을 주로 각 부서 내의 경위 이하 실무자들을

상대로 진행하여, 지방청의 관리자 계급인 경감 이상을 상대로 설문조사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청의 경우 총경(과장)과 경정(계장)이 각 과·계의 실질적

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직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방청 직

무의 방향을 정해주고 지방청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등 지방청에서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총경·경정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고, 팀장급 경감 계급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

인되는 등 관리자들의 목표의 모호성 조사에 대한 한계가 뚜렷하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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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실무자와 관리자를 나누어 목표의 모호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

는지, 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한 직무의 중요성, 직무만족, 현부서 만족 혹

은 부서의 성과지표, 직무수행결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보다 발전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이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이다. 경찰 조직은 크게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지방청, 본청으로

조직 구조가 나눠지며 각 조직 수준별 하는 업무가 차별화 되어 있다.

이에 지방청 수준 외에 다른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본청 등의 구성원들

을 상대로 목표의 모호성에 대해 조사를 하여 목표의 모호성에 대한 인

식차이,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의 차이 등을 계속 연구하면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지시적 모호성이 직

무몰입의 하위 차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관리자의

지침·지시 혹은 부서의 매뉴얼 등이 모호할 경우 직무의 중요성, 직무만

족, 현부서 만족 외 다른 어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영한 교수의 목표의 모호성 4가지 차원을 본 연구의 수준에

맞게 부서의 목표의 4가지 차원에 대해 각각 정의를 조작하여 사용하였

으나, 4가지 목표의 모호성 외에 경찰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목표의 모호성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한 한계가 있

다. 경찰조직은 일반 공공조직과 다르게 상명하복이 철저한 조직구조이

고, 범법자들 혹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강제력)의 행

사가 빈번한 조직이다. 이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의 모호성이 어

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경찰 조직이 갖는 모호성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면 향후 조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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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방청 내의 경찰서들을 관리·지도하는 역할들을 하거나, 업무분장에

의해 경찰서에서 맡는 업무들 보다 더 비중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찰관들의 직무몰입은 주로 경찰서·지구대 직원들을 표본으로

삼은 경우가 많으며, 지방청·본청 등 상급기관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조직 내의 기획·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가

지는 인식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이 연구의 의의가 있고, 향후 경찰서·

지구대 직원들이 목표의 모호성에 대해 지니는 인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로, 향후 경찰관들의 직무몰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독립변수인 4가지 목표의 모호성 하위 차원이 각각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정책의 목표 설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부서 목표가 명

확할수록 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의 가치를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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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명확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며, 부서 목표가 명확하거나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가 명확할수록 현부서에 직무에 애착을 느껴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의 한계

이번 연구는 연구 대상을 주로 각 부서 내의 경위 이하 실무자들을

상대로 진행하여, 지방청의 관리자 계급인 경감 이상을 상대로 설문조사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청의 경우 총경(과장)과 경정(계장)이 각 과·계의 실질적

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직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방청 직

무의 방향을 정해주고 지방청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등 지방청에서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총경·경정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고, 팀장급 경감 계급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

인되는 등 관리자들의 목표의 모호성 조사에 대한 한계가 뚜렷하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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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실무자와 관리자를 나누어 목표의 모호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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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몰입의 하위 차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관리자의

지침·지시 혹은 부서의 매뉴얼 등이 모호할 경우 직무의 중요성, 직무만

족, 현부서 만족 외 다른 어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영한 교수의 목표의 모호성 4가지 차원을 본 연구의 수준에

맞게 부서의 목표의 4가지 차원에 대해 각각 정의를 조작하여 사용하였

으나, 4가지 목표의 모호성 외에 경찰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목표의 모호성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한 한계가 있

다. 경찰조직은 일반 공공조직과 다르게 상명하복이 철저한 조직구조이

고, 범법자들 혹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강제력)의 행

사가 빈번한 조직이다. 이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의 모호성이 어

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경찰 조직이 갖는 모호성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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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Goal Ambiguity 

on the Job Involvement of Police 

Officers: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Suk Byungjoo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goal 

ambiguity on the job involvement of police officers. The job 

involvement of police officers, those dealing with the public 

safety of Korea, has been the topic of many other studies. 

Those studies mainly focused on job stress, leadership of the 

administrator, social and material compensation  as a independent 

variable of the job involvement, while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a 

goal ambiguity on the job involvement cannot be found. In my 

experience as a police officer, I noticed that goal ambiguity matters 

in the field of complicated public security. This is the reason why I 

started this study. 

- 78 -

To keep the public safe of the Korea, police officers are 

fighting the complicated crime and detering the illegal act at the 

place where social conflicts are sharply confronted. And while 

executing those duties, police officers often face the situation 

where the priority purpose of the duty is uncertain. This is why 

I made a hypothesis that goal ambiguity negatively influences the 

job involvement and carried out the survey aimed at police 

officers those who work at the Seoul Metropolitan Agency. After 

thoroughly examining through the advanced research concerning 

the goal ambiguity and job involvement, I revised the survey 

question based on the advanced survey question. 82 people 

responded to survey and  75 people gave valid response. This 

study analyzed 75 people's survey respond. 

Goal ambiguity means the degree of competitive interpretation 

of the goal, and in this research I used four dimensions of goal 

ambiguity by the Chun Y. H. While the level of analysis used in 

Chun's research is organizational level, the level of analysis used in 

this research is individual level. And the ambiguity of the goal is 

focused on department's mission, not organizational's mission. And I 

revised the definition of four dimension of the goal ambiguit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is mission comprehension 

ambiguity, directive goal ambiguity, evaluative goal ambiguity, and 

priority goal ambiguity.

Mission comprehension ambiguity is the degree of competitive 

interpretation of the goal which individual can understand and 

explain the department's mission when performing his duty. 

Directive goal ambiguity is the degree of competitive interpretation 

that occurs when an individual explains and understands how a 

department's mission or general goals should be transform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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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actions. Evaluation goal ambiguity is the degree of 

comprehension that occurs when an individual achieves the 

division's mission and evaluates its performance. Priority goal 

ambiguity is the degree of competitive interpretation of the 

prioritization of objectives, which is unclear as to which goals 

should be prioritized in the event of a conflict of many goals.

I manipulated the definition of job involvement as 

meaningfulness of job, job satisfaction, current department 

satisfaction, which are 3 dimension of the involvement. 

Meaningfulness of job is the degree of  individual's feeling  

which one feels 'worth' to his job. Job satisfaction refers to the 

positive emotional state of the job. And in the case of current 

department satisfaction, it is defined reverse of the intention to 

change the department voluntari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questionnaire item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items were found to be valid, 

and the ambiguity of goal, which is an independent variabl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commitment, the dependent 

variable.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ere verifi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ission comprehension affects negatively on 

meaningfulness of job and current department satisfaction,  

evaluation goal ambiguity affects negatively on job satisfaction, and 

priority goal ambiguity has negative affects on  job satisfaction and 

current department satisfaction. As in the case of directive goal 

ambiguity, it is verified that it has no effect on job involvement. In 

other words, the each of goal ambiguity's sub -dimension has 

different effect on each of the job involvement. It means that in the 

field of goal ambiguity, there is various dimension having its own 

characteristic, which affects job involvement accordingly. The 

- 80 -

influence of the control variables were not confirmed, and the effect 

of goal ambiguity of the target 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not 

significant.  

This study confirms the need to clarify the goals within the 

department in order for police officers to engage in their duties.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sub-dimension of job 

commitment has a different effect on the ambiguity dimension of 

the goal in the department, and to accomplish police officers job 

involvemen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policy which controls 

the goal ambiguity accordingly to the aimed purpose.

Keywords : police, goal ambiguity, job involvement, 

meaningfulness of job, job satisfaction, current 

department satisfactioin 

Student Number : 2014-23541



- 79 -

specific actions. Evaluation goal ambiguity is the degree of 

comprehension that occurs when an individual achieves the 

division's mission and evaluates its performance. Priority goal 

ambiguity is the degree of competitive interpretation of the 

prioritization of objectives, which is unclear as to which goals 

should be prioritized in the event of a conflict of many goals.

I manipulated the definition of job involvement as 

meaningfulness of job, job satisfaction, current department 

satisfaction, which are 3 dimension of the involvement. 

Meaningfulness of job is the degree of  individual's feeling  

which one feels 'worth' to his job. Job satisfaction refers to the 

positive emotional state of the job. And in the case of current 

department satisfaction, it is defined reverse of the intention to 

change the department voluntari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questionnaire item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items were found to be valid, 

and the ambiguity of goal, which is an independent variabl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commitment, the dependent 

variable.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ere verifi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ission comprehension affects negatively on 

meaningfulness of job and current department satisfaction,  

evaluation goal ambiguity affects negatively on job satisfaction, and 

priority goal ambiguity has negative affects on  job satisfaction and 

current department satisfaction. As in the case of directive goal 

ambiguity, it is verified that it has no effect on job involvement. In 

other words, the each of goal ambiguity's sub -dimension has 

different effect on each of the job involvement. It means that in the 

field of goal ambiguity, there is various dimension having its own 

characteristic, which affects job involvement accordingly. The 

- 80 -

influence of the control variables were not confirmed, and the effect 

of goal ambiguity of the target 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not 

significant.  

This study confirms the need to clarify the goals within the 

department in order for police officers to engage in their duties.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sub-dimension of job 

commitment has a different effect on the ambiguity dimension of 

the goal in the department, and to accomplish police officers job 

involvemen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policy which controls 

the goal ambiguity accordingly to the aimed purpose.

Keywords : police, goal ambiguity, job involvement, 

meaningfulness of job, job satisfaction, current 

department satisfactioin 

Student Number : 2014-23541



- 81 -

목표의 모호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본 설문은 목표의 모호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오직

학문적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하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

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합니다.

2017년 5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자 : 석병주

지도교수 : 구민교

---------------------<작성요령>---------------------

1. 본 설문의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 설문 항목에 대해

읽으신 후 떠오르거나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나, 경찰관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을 하려 하지 마시고, 귀하의 느낌과 생각대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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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속한 부서에 V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경무 ②생활안전 ③여성청소년 ④경비 ⑤수사 ⑥형사 ⑦정보

⑧정보 ⑨보안 ⑩외사 ⑪청문 ⑫홍보 ⑬교통

Ⅰ. 목표의 모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V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명이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우리 부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부서의 목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부서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은 불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지침·지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우리 부서의 목표는 나의 업무
방향을 설정해 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의 규정 매뉴얼 등이
모호하여 재량을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관리자의 지침·지시가 명확
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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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모호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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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합니다.

2017년 5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자 : 석병주

지도교수 : 구민교

---------------------<작성요령>---------------------

1. 본 설문의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 설문 항목에 대해

읽으신 후 떠오르거나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나, 경찰관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을 하려 하지 마시고, 귀하의 느낌과 생각대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82 -

귀하가 속한 부서에 V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경무 ②생활안전 ③여성청소년 ④경비 ⑤수사 ⑥형사 ⑦정보

⑧정보 ⑨보안 ⑩외사 ⑪청문 ⑫홍보 ⑬교통

Ⅰ. 목표의 모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V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명이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우리 부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부서의 목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부서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은 불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지침·지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우리 부서의 목표는 나의 업무
방향을 설정해 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의 규정 매뉴얼 등이
모호하여 재량을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관리자의 지침·지시가 명확
하다

① ② ③ ④ ⑤



- 83 -

문

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목표달성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7
지난 1년간 우리 부서 전체의
목표 달성도 정도가 객관적
으로 측정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직무 수행 결과는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개인의 직무수행 결과를 객관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목표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우리 부서의 여러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목표
들이 충돌할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목표들이 충돌할 경우 우선
순위가 분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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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무몰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

하는 답에 V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무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우리 부서의 직무 목표는 중요
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부서의 직무는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직무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나는 현 부서의 업무와 업무
수행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현 부서의 승진, 표창 등
포상의 공정성에 대해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현 부서에서의 나의 업무수행
결과와그평가가불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 부서에서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보직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7
나는 현 부서에서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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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사항

1.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학 재ㆍ졸 ③ 대학교 재ㆍ졸 ④ 대학원 재ㆍ졸

4. 귀하의 계급은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이상

5. 귀하의 총 근무 기간은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③ 10년∼15년 ④ 15년∼20년 ⑤ 20년 이상

6. 귀하의 현 부서 근무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 이상

7. 부서 내의 목표의 모호성과 관련해서 달리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을

자유로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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