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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경찰조직이 고객만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조직문화가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실증연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상에 주목하여,경찰 조직에 합한 조직문화를 찾고자 하 다.이

에 한 답으로서 경찰의 조직문화를 내부 지향 조직문화와 외부 지향

조직문화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조직문화가 직무만족과 고객만족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그리고 최종 으로 직무만족이 과연 고

객만족으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 2009년부터 자체 으로 시

행 인 경찰 조직문화진단 직무만족도,치안고객만족도 조사를 연구

상으로 삼아,조직문화를 내․외부 지향 문화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문화와 직무만족 고객만족간의 계에 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한 양 검증을 실시하 다.

먼 경찰 조직문화의 경향성을 분석하 다.경찰 조직문화 진단이 최

로 시행된 2009년 이후 여태까지 실시된 2010년,2012년 등 총 3회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매번 내부 지향 조직문화와 외부 지

향 조직문화가 계속 변화하고 있었으며,그 문화수 의 정도 역시 할 때

마다 달라지고 있었다.따라서 경찰 조직문화는 내부 지향 문화가 외부

지향 문화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었다.그러나 조직문화는 변화를 해

서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단 3차례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경찰

조직문화의 경향을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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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상만을 분석할 때,조직문화는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내부 지향 조직문화와 직무만족 고객만족간의 계를 분

석한 결과,내부 지향 문화는 직무만족과,직무만족은 고객만족과 각각

양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직무만족은 내부 지향

문화와 고객만족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직무만족이 고객만족과는 배치되거나 상충되는 계가 아니라

는 것이 밝 졌다.

한 외부 지향 조직문화는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지향 문화의 하 문화로서의 고객만족 문화는 신문화에 비

해 고객만족과 강한 상 계가 있음이 밝 졌다.

이와는 달리 외부 지향 문화는 직무만족에 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를 검증하기 해 앞서 직무만족과의 상 계가 밝 진

바 있는 내부 지향 조직문화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외부 지향 조직문

화만으로는 직무만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따라서 고객만족만을

제고하기 해서는 외부 지향 문화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내

부 직무만족과 외부 고객만족을 동시에 이루기 해서는 두 문화가 조화

롭게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 ․방법론 ․실용 함의와 본 연구가 지

니는 제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들을 논의하 다.

주요어 :경찰,조직문화,직무만족,고객만족,내부지향,외부지향

학 번 :2011-2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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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배경 목

치열한 경 환경 속에서 수익창출을 해 다양한 경 신 략을 도

입․활용하여 온 민간분야에 반하여 공공부문,특히 치안서비스 분야를

사실상 독 하여 온 경찰은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정한 가격에 공

해야 하는 효율 인 리에 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물론,경찰조직 역시 ‘신’,‘쇄신’이라는 목표 아래 인력구조 개선,

출소․지구 운 체계 개편 등의 조직 개선을 지속 으로 해 왔으며,

BPR(businessprocessreengineering)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경 기법을

도입한 도 있었으나 부분이 일시 이거나,일부 기능에만 한정 으

로 추진되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반복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이 게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1990년 국 경찰의

신기법이 경찰 들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의 견해가 제 로 반 되지 못

했다는 비 (Mawby,2000)을 로 들면서,우리나라 경찰 역시 조직원

과 국민들이 과연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악하지 못했던 것이

실패의 주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1).

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의 욕

1)김상호(2006)는 한국경찰의 신이 반복된 노력에도 실패한 것은 신과정에

서 조직 구성원들에 한 심과 배려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지 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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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반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군과 더불어 표 인 제복집단

으로서 상의하달식 명령체계로 인해 내부 조직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

는 조직문화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경찰조직은 1997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업무평가 회에서 40

개 앙행정기 을 상으로 정부업무평가를 시작하면서부터 조직 내․외

의사를 반 하는 고객만족경 기법을 도입하게 되었다.평가 항목 가운

데 하나로 선정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경찰청은 청 단

21개 기 가운데 지속 으로 최하 를 차지하게 되었고,이를 개선하기

해 고객만족 담부서2)를 신설하고 내․외부 만족도 조직문화 수

을 자체 으로 조사하기 시작하 다.

경찰이 고객만족경 을 도입하고 조직문화를 조사하게 된 배경은 과거

1980년 조직학자들이 조직문화에 심을 쏟게 된 배경과 그 맥을 같이

한다.1980년 일본기업들의 인 추격에 놀란 미국기업들이 일본

기업의 성공원인이 그들의 독특한 기업문화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다양

한 경 신 기법들이 성공하기 해서는 기존 조직문화가 근본 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조직문화 연구가 활성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Cameron&Quinn,1999;Yeung,1991;Quinn&Spreitzer,1991;

박노윤,1996)3).경찰청 역시 고객만족도 제고 효과를 거두기 해서는 조

직문화의 근본 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 다.

이후 경찰청은 2009년부터 ‘조직문화수 ’과 ‘경찰 직무만족도’는

2)’02년,비직제 기구인 신기획단 소속 고객만족 에서 고객만족 업무를 담당

해오다가 신단이 기획조정 소속 미래발 담당 으로 명칭 변경․흡수되면

서 ’11년 1월,고객만족담당(계)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정식직제로 발족

3)김호정(200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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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을 상으로,‘치안고객 만족도’는 치안서비스를 받은 주민을 상

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다.학계에서도 이러한 에 착안하여 경찰의 조

직문화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 는 경찰 직무만족도와 업무몰

입도 성과와의 상 계에 한 연구들이 계속 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가 경찰조직 반을 포섭하는 연구가 되지 못하

고 일부 경찰서 는 기능에 국한된 조사에 머물러 왔다는 은 시사하

는 바가 크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경찰 을 상으로 실시되는

조직문화와 직무만족도 치안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축 된 방 한 데

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실제 연구에 활용된 는 거의 없고 연

구자마다 일부 경찰 국민을 상으로 새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이는 내부 정보의 보안성을 강조하는 경찰

조직의 분 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매년 축 되는 방 한 데

이터는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치안종합성과4)에 반 되어 성과의 우열

을 가리는 척도로 활용됨에 따라 외부로의 유출이 극히 제한되고 있으

며,그 결과 경찰서를 상으로 하는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

용한 연구는 사실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찰조직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이러한 조직문화가 경찰 의 직무만족도 치안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그리고 과연 직무만족도 제고가 치안고객만족도를 제고하

4)치안고객만족도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30%가 포함된다.(2013년도 경찰

청 치안종합성과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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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주요한 목 으로 삼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한 단계별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조직문화의 개념 요성에 해서 기존 연구를 심으로 살

펴보고,경찰의 여러 특징 인 조직문화 가운데 경찰 직무만족도

고객만족경 과 련성이 있는 표 인 조직문화를 정리한다.

둘째,경찰 의 직무만족에 한 기존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립

하고 경찰의 내․외부 지향성 조직문화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비교․분석한다.

셋째,경찰의 고객만족 행정에 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경찰의

내․외부 지향성 조직문화가 실제 치안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다.

넷째,직무만족이 과연 고객만족에 향을 끼치는가에 한 오래된 논

란을 경찰 치안서비스의 에서 분석해 본다.

다섯째,경찰의 내․외부 지향성 문화가 내․외부 만족도 제고에 끼치

는 향이 각각 다르고,경찰조직에 바람직한 조직문화로서의 가치 단

을 할 수 있다면,경찰의 조직문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 왔

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는 경찰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시도된 이 없는 새로운 연

구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경찰조직문화에 한 기존 연구의 한계,즉 조직 체를 아우

르지 못하고 일부 서 기능에 국한 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 조직

체를 포섭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 244개 경찰서5)각각의 조직문화와 함께 직무만족 고객만족을

5)2013년 5월 31일 재 국 251개 경찰서이지만,본 연구에서 활용된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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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조사함으로써 변수 상호간의 상 계를 보다 정확하고 포 으

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다음은 조사 당시의 변수간 계를 분석하는 것에서 머물 던 횡단

연구 방식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간

계를 분석하는 종단 연구로 연구 방식을 확장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즉 2010년의 조직문화가 2011년의 직무만족과 치안만족도에는

어떤 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아울러 조직문화는 변화하고 있는지에

해서도 해답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조직문화와 내․외부 만족도 간의 계,특히 외부 만족도를 제고하기

해서는 내부 만족도 제고가 선결 조건이라는 가설에 입각한 연구는 경

학 분야에서는 오랜 연구주제이기는 하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도 두 변수간의 상 계에 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6)

공공분야에서는 그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더욱이 경찰조직과

련해서는 사실상 거의 시도되지 않은 불모의 연구이다.

따라서 경찰의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직무만족 고객만

족과의 각각의 상 계를 살펴보고,나아가 경찰 의 직무만족과 치안

고객만족간의 상 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당시에는 244개 경찰서가 존재

6) 내부마 에 한 2005년 이 에 수행된 23개 논문을 조사한

Gounaris(2006)에 의하면 부분의 선행연구가 규범 인(normative)연구이며,

단지 세 개의 연구만이 실증 (empirical)인 연구라고 지 하고 있음(내부․외부

시장지향성이 서비스품질 내부․외부고객만족에 미치는 향,박유식․한창

희 재인용(한국기업경 학회 제19권 제3호(2012.6.p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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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범 와 방법

1.연구의 상과 범

본 연구에서 경찰 조직문화 직무만족 조사는 기본 으로 경찰

을 상으로 실시하되,분석의 단 는 국 244개 경찰서 단 로 하고자

한다.시간 범 로는 경찰 직무만족 조사는 2005년 최 로 시행되었

으나,조직문화가 최 로 시행된 2009부터 실시되어 가장 최근 시행된

2012년 하반기 조사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고객만족도는 경찰치안서비스를 한 주민을 상으로 조사를 하되

분석단 는 다른 변수와 마찬가지로 경찰서 단 로 하고자 한다.시간

범 로는 2007년 최 로 시행되기는 하 으나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조

직문화 조사가 최 로 시행된 2009년 다음해인 2010년 자료를 활용한다.

연구의 분석단 를 경찰서로 채택한 이유는 경찰서 단 가 경찰 청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의 최소 단 로서 시․군․구 단

로 설치되어 있어서 지역 문화의 동질성을 지닌 최소단 로 볼 수 있

기 때문으로(김상호,2004),연구의 목 을 달성하는데 가장 합한 단

라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2.연구의 방법

1)문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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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직무만족,고객만족 등 본 연구에서의 주요개념을 심으로

이론 논의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여러 학술지에서 개념들과 련

하여 논의된 실증 연구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기존의 연구

경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기존연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찾아내고 이

를 실제 가설을 설정할 때 이용하려고 한다.

2)서베이 조사

본 연구에서는 경찰 조직문화,경찰 직무만족,치안 고객만족 등 총

3가지 설문조사를 통해 각각의 수 을 알아보려 한다.

이 가운데 경찰 조직문화는 2009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와 로

벌경 연구소,왓슨 와이어트(WatsonWyatt)한국지사,한국형사정책연

구원 등과 합작으로 작성한 ‘경찰 조직문화 설문지’결과를 활용하여 분

석한다.다양한 설문지 항목 내부․외부 지향성 조직문화 측정항목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려고 한다.

경찰 직무만족은 2005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 문 설문

조사 업체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작성한 ‘경찰 직무만족도 련 설

문지’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은 2007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 문

고객만족컨설 업체인 나우앤퓨처에 의뢰하여 개발한 ‘치안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설문지’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서베이 조사는 통상 으로 모집단에서 선정된 응답자의 표본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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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조사

가운데 경찰 조직문화 직무만족도 조사는 경찰 ,즉 모집단 체

를 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그러나 치안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베이

조사의 통상 인 방법인 모집단에서 선정된 표본에 하여 조사가 진행

되었다.

3)실증분석

설문조사의 데이터 내부․외부 지향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

하여 요인분석,신뢰도 분석을 거쳐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

려낸 후 각 요인들이 직무만족과 고객만족에 어떤 향을 주는지 횡단분

석과 종단분석을 실시하려고 한다.이를 해 요인분석,상 계분석,

(다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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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의 이론 논의 선행연구 검토

제 1 이론 논의

조직문화에 한 반 인 이론 논의를 먼 살펴보고,경찰 직무만

족 고객만족에 한 이론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1.조직문화

1)문화의 정의

문화(Culture)에 한 정의는 학문의 분야 학자의 에 따라 매

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7).문화라는 말은 원래 경작(Cultivate)을 의

미하는 라틴어의 ‘colere'라는 동사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이는

양육(nurture)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있는 그 로‘를 의미하는 ’자연

(nature)'과 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도운섭,2004).이는 문화

가 선천 이라기보다는 후천 으로 습득된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둔 것으

로 보인다.

사회과학 으로는 문화를 일반 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신념,이념, 습,규범, 통,상징체계,지식,기술체계 등을

7)오늘날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문화에 한 정의만 해도 175개라고 하거나

(도운섭),164개(김상호)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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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칭하는 것으로 정의8)하여 그 문화권에 속한 인간의 행동에 향을 미

치는 법칙들에 한 거시 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거시

인 문화개념을 사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미시 인 조직체 수 으로

용시킨 것이 조직문화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이학종,1986)

2)조직문화의 개념

조직문화에 한 연구는 1920년 조직을 사회학 인 과 비공식조

직 인 에서 연구한 호손연구 이후 처음 두되었으나(도운섭,

2004)본격 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 에 어들면서이다.(김호

정,2002;김 조,2000;도운섭,2004).이후 조직이론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의 많은 심을 끌어 온 연구주제이다.조직문화에 한

이러한 폭발 인 심은 조직문화가 조직 경쟁력의 원천이라는,즉 조직

문화가 조직성과의 향상을 가져오는 요한 한 요인이라는 문화응용주의

자(Culturalpragmatist)의 주장에 한 동의에 기본 인식을 두고 있다

(박 국․주효진,2004).

최근 여러 가지 경 신기법이 소개되면서 조직문화에 한 심 연

구가 보다 다소 어들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아무리 과학 인

경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조직문화의 근본 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신의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며,여 히 조

직문화의 요성은 강조되고 있다(도운섭,2004).

조직문화에 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

8)Light,D.Jr.& Keller,S.(1979),Socialogy,NY.AlfredA.Kno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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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연도) 개념정의

Ouchi(1981)
조직의 통과 분 기로서 조직의 가치 ,신조 행동패

턴을 규정하는 기

Homans(1950)

작업집단 속에서 발 되는 ‘규범’,호손연구의 권선 작업실

에서 규범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던 ‘공정한 하루의 작업량

에 한 공정한 하루의 보수’와 같은 특별한 규범

Deal&

Kennedy(1982)

조직에서 신 하는 ‘지배 인 가치 ’으로 ‘제품의 품질’이

나 ‘가격 선도’와 같은 것들

Hofstede(1984)
특정조직 공유하고 있는 가치 ,이념,신념, 습,지식,

기술,그리고 상징물 등을 포함하는 종합 인 개념

Sathe(1985)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편 으로 공유하는 일련의 요한

가정

Schein(1985)

사람들이 상호 작용할 때 찰할 수 있는 행동규칙성,조

직이 강조하는 지배 인 가치 ,조직구성원과 고객에

한 정책수립의 지침이 되는 철학

Goffee&
Jones(2000)

리 공유되는 가치,상징,행 ,그리고 가정들로 구성되

며,조직 내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방식

Martin(2002)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유형별

로 명확하게 특성화되어 있는 것

며,조직문화 연구에서 개념정의가 이루어진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다

음과 같다(도운섭,2004).

<표 1>조직문화의 개념정의에 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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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 (1999)

개인 인 고유특성(개인 인 성격이나 인격)으로 타인과

공유되지 않으며,특정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며,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 있는 인체

의 생물학 시스템

도운섭(1999)

조직내의 공유된 신념이나 가치가 무의식 으로 오랫동안

작용해서 조직외부에 한 응과 내부의 통합문제에 요

한 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

문 성․천길

(2001)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보편 인

가치체계

김호정(2002)

특정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지배 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

치 ,신념,이념과 습,규범과 통,그리고 지식과 기술

등을 포함한 복합 인 개념

이 게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지는 조직문화에도 몇

가지의 공통 인 특성이 있다.즉 조직문화는 학습되고 구성원들간에 공

유되며,계승되어 진다는 것이다(도윤섭,2004;김 조,2000;김진희,

2007;이윤근,2004).

한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태에 향을 미치고,외부 환경에

한 응력이 강하며,수 과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공통 을

가진다.따라서 이러한 조직문화를 하나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며,그 조직에 존재 는 공유되는 문화는 그 조직의 분 기,

가치 ,철학,이념,가치,인사 는 조직 리방식 모두가 포함되어 나

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문화가 통합되어 하나의 조직문화로는

표될 수는 있으나,그 조직문화가 그 구성원들의 개개인별 문화와 동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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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직문화의 근방법 유형

조직문화에 한 연구들은 특정 조직의 문화 특성을 설명하거나

는 여러조직의 문화 특성을 비교하기 해,그리고 문화특성과 여타

조직변수 조직성과간의 계를 악하기 해 문화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 결과 조직문화에 한 다양한 차원

과 속성들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조직문화 유형들이 제안되어 왔

다(김 조,2000).

조직문화의 유형 근에서 경쟁가치모형(competingvaluesmodel)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이미 검증되어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다(김진희,

2007;김 조,2000;김호정,2002).

경쟁가치모형은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해 범한 지표 목록을 이

용하여 Quinn& Rohrbaugh(1983)이 통계분석을 통해 2개 차원과 4개의

집락을 추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Cameron& Quinn,1999;김호정,

2002).즉 각 차원의 양쪽 끝 부분에 두 개씩 효과성 지표 집락이 형성

되어 총 4개의 집락이 생겨난다.한 차원(수직축)은 통제 질서를 강조

하는 집락과 유연성과 재량을 강조하는 집락으로 구분되고 다른 한 차원

(수평축)은 내부지향,통합,단합(unity)을 강조하는 집락과,외부지향,차

별,경쟁을 강조하는 집락으로 구분되었다.여기서는 각 차원을 연속체로

보고 양 끝에 상반(모순,경쟁)되는 가치(집락)가 배치되었다고 하여 이

틀을 ‘경쟁가치모형(competingvaluesmodel:CVM)이라고 부르게 되었

다(김호정,2002).



-14-

<그림 1>경쟁가치모형과 조직문화 유형

  유연성/자유재량   

내부

/통합

․문화유형 :클랜(Clan)9)

․지향 : 력

․리더 : 진자,멘토, 형성자

․가치 :몰입,의사소통,발

․효과성창출 :인력개발과 참여

․문화유형 :에드호크라시(Adhocracy)

․지향 :창조

․리더 : 신가,기업가,비 제시자

․가치 :몰입,의사소통,발

․효과성창출 : 신,비 과 새로운 자원
외부

/분화․문화유형 : 계(Hierarchy)

․지향 :통제

․리더 :조정자,감시자,조직자

․가치 :효율․일 ․통일성,시간 리

․효과성창출 :과정에 바탕을 둔

통제와 효율성

․문화유형 :시장(Market)

․지향 :경쟁

․리더 :경쟁자,생산자,강한 추진력

․가치 :시장,목표달성,수익성

․효과성창출 :공격 경쟁과 고객 심

  안정성/통제   

출처)Cameron& Quinn(2005),김 건 등(2008)재인용

CVM의 두 가지 차원과 네 가지 집락은 매우 포 이어서 조직문화

의 다양한 차원들을 통합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타당성 높은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호정,2002)

9)경쟁가치모형을 조직문화에 용한 학자들간에 조직문화유형의 명칭에는 다

소 차이가 있다.Cameron & Freeman(1991)과 Cameron & Quinn(1999)은

Clan,Adhocracy,Hierarchy,Market로 분류했으며,Smart& John(1996)은

Hierarch 신에 Bureaucratic을 썼다.Quinn & Kimberly(1984),Quinn &

Spreitzer(1991), Yeung(1991), Dension & Spreitzer(1991), Zammuto &

Krakower(1991)은 Group,Developmental,Hierarchical,Rationalculture로 분

류했고,Quinn& McGrath(1985)은 Group 신에 Consensual이라고 표 했

다.(김호정,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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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 외에도 조직문화를 유형화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틀이 있다.

Arnold& Capella(1985)는 조직문화를 ‘강한-약한’차원과 ‘내부-외부

’ 차원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역으로 구성했으며, Deal &

Kennedy(1983)은 ‘환류속도에 기 한’(높은 속도,낮은 속도)차원과 ‘

험정도’(높은 험,낮은 험)차원으로,Ernest(1985)는 ‘사람지향’(참여

,비참여 )차원과 ‘환경반응’(소극 , 극 )차원의 단일 속성의 두

차원으로 분류했다(김 조,2000;김호정,2002).

4)내부 지향 조직문화와 외부 지향 조직문화

조직문화를 유형화하는 여러 기 에서 내부 (지향)-외부 (지

향)은 Quinn을 비롯한 수많은 조직문화 연구자들이 언 해 온 요한

축이다(김호정,2000;도운섭,2004;이윤근,2004;김진희,2007;김

건 등,2008).

하지만 조직문화의 이론 개념화 단계에서 축이 빈번히 사용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실증 조직문화 연구에서 직 으로 용한 논문은

많지 않다.다만 행정학 분야에 비해 조직문화 연구가 앞서고 있는 경

학의 서비스분야에서는 고객만족경 과 련한 내․외부 시장지향성 조

직문화에 한 연구가 일부 발견된다.

를 들어 Naver& Slater(1990)는 시장지향성을 조직문화라고 정의

하면서 이는 구매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한 가장 효과 이고

효율 인 행동요소로서 고객지향성(Customerorientation),경쟁자 지향

성(Competitororientation),기능간 조정(interfunctionalcoordin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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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다.

Lings& Greenly(2005)는 내부 시장지향성은 통상 인 외부 시장지향

성을 내부 시장에서의 거래 계에 용한 것으로서,기업 내의 다른 종

업원에게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조직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의 지침과 표 이 되는 조직문화로 정의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부

시장지향성은 부서간 효율 인 커뮤니 이션 과정을 통해 외부 고객의

필요와 선호에 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여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

비스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되는데,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내부

직원,즉 내부 고객의 만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박유식․한

창희,2010).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Quinn은 조직의 심의 방향(organization’s

pointofview)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하나는 내부

문화로서 조직 그 자체,그 구성원을 심으로 삼는 문화이다.다른

하나인 외부 문화는 환경과의 계를 심으로 두고 생존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자 하는 문화를 말한다.

리더십 연구 역시 두 가지 문화 유형 구분과 련된 단서를 다.가

장 오래되고 권 있는 리더십 연구들은 리더십 유형을 계 심 유형

(relation-oriented)과 업무 심 유형(task-oriented)으로 나 고 있다

(Yukl, 2002). 계지향 리더십은 내부 구성원에 한 배려

(consideration), 심(concern)을 보여주는 행 이고,업무지향 리더십은

진취성(initiative),생산성(production)에 한 심을 말한다.

문화연구학자인 EdgarSchien(2006)은 리더십과 문화는 매우 하게

상호 연계된(intertwined) 상이고 리더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축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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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이를 고려할 때 조직 내의 사람 심의 내부지향 문화와 일

심의 외부지향 문화의 존재를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다.

실제로 경 학에서 이론 ․실무 정책가들은 조직의 궁극 인 목

인 이윤을 창출하기 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왔으며,고객만족은

최근 경 학과 행정학 분야에서 가장 효율 인 략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한 가장 핵심요소 의 하나가 내부 조직원의

리다.

직무에 잘 만족하는 조직원의 수 높은 서비스가 고객만족을 유

도하는데(박유식․한창희,2012),만약 숙련된 조직원이 직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탈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고객만족이 하락할 수 있다

는 우려가 있다(제갈돈,2002;김상호,2006;김진희,2007).따라서 조

직의 리더들은 고객만족을 추진하면서 내부 조직원 만족과 외부 고객만

족을 함께 고민하게 으며,그 결과 리더가 어느 요소에 더 비 을 두

느냐에 따라 조직문화 역시 내부 지향 이 되는지 외부 지향 이 되는지

가 결정될 것이다.

특히나 계 문화가 강한 경찰조직에서는 조직 수뇌부의 심과 노

력에 따라서 조직문화가 생성,유지,소멸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와 같

은 조직문화 구분은 경찰조직에 하여 매우 유효하고 한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를 내부지향 문화와 외부지향 문화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에 언 한 Cameron& Quinn(2005)의 연

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념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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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문화유형 :집단(Clan)

배려(Consideration)

․지향 : 력 조직

․리더 : 진자,멘토, 형성자

․효과성창출 :인력개발과 참여

․리더십 : 계 심

․가치 :몰입,의사소통

․목표 :직무만족

․문화유형 :고객(CustomerSatisfaction)

신(Innovation)

․지향 :창조 조직

․리더 : 신가,기업가,비 제시자

․효과성창출 : 신,비 과 새로운 자원

․리더 :경쟁자,생산자,강한 추진력

․가치 :시장,목표달성,수익성

․목표 :고객만족

외부

<그림 2>내부 지향 문화와 외부 지향 문화 유형

 

(1)내부 지향 문화

집단문화(clanculture):Quinn등의 CVM에서는 두 가지 차원 가운

데 내부 지향성(Internal) 외부 지향성(External)의 립되는 차원을

이용하고 있다.이 가운데 내부 지향성 문화 유형으로 집단문화와 계

문화로 분류하고자 한다.집단문화는 조직원의 응집성,사기 등을 가치

으로 삼고 있으며,Clan조직을 당연한 조직형태라고 제한다.일반

특성으로는 응집성,가족 인간 계 등으로서 조직을 결속시키는 힘은

충성과 통이라고 믿고,이를 해 인력자원개발과 사기를 략 으로

강조하는 문화로 정의하기로 한다(김호정,2002).

배려문화(considerationculture):Quinn등의 CVM에서는 신축/유연

축을 강조하여 내부 의 계문화를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이 유형

문화는 일반 으로 구성원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하고 직무만족을 해

하는 요인으로 생각되어지기 떄문에 일부 문화연구자들은 계 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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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 의미로서 재해석하여 모델을 수정하기도 한다. 를 들어 이홍재

(2009)는 경찰조직의 성과지향 조직문화를 연구하면서 내부 문화

를 집단문화와 자율문화로 유형화시켰으며,김용규(2010)도 벤처기업의

조직문화에서 내부지향 문화에 해당하는 유형을 집단문화와 자율문화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도 내부구성원의 배려와 심을

심의미로 삼는 내부지향 문화를 연구하고자 이 유형을 “배려문화”로 변

형하고,상하간의 권력거리가 짧고 정보공유 의사소통의 자율성을

시하는 문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2)외부지향 문화

고객문화 :Quinn등의 CVM에서는 외부 지향성(External)문화 유형

으로 발 문화와 합리문화로 분류하고 있다.여기서 발 문화는 성과통

제의 가치를 요한 요소로 삼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시장

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이창길,2006;김 건 등 5인,2008).1990년

공공분야에 고객만족 경 략이 도입되면서 고객만족은 시장문화의 핵

심으로 인식되고 있다.고객(지향)문화란 조직구성원들이 고객의 요구를

존 하고 이를 극 으로 조직의 행동에 반 하려는 의지를 조직구성원

들이 공유하고 있고 리더가 략 으로 이를 강하게 독려하는 것으로서,

고객의 요구를 반 하기 한 구체 인 차와 제도 그리고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조직문화로 정의한다(박주상,2009).따라서 이 문화는 조직구

성원들의 가치와 의식속에 고객 심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으며(박용

우,1998),조직목표를 달성하기 해 차와 제도,조직구조를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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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으로 바꾸게 된다(김귀 ,2007).

신문화 :CVM에 한 여러 연구들에서 임시조직(adhocracy),발

(development), 신(innovation)등의 용어로 쓰이고 있는 이 유형은 환

경과의 계에서 생존하기 해 끊임없이 변 하고 성과 향상을 해 공

정하고 객 으로 조직을 운 하는 문화로 정의하 다(김진희,2007).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외부환경에의 응능력에 을 두므로,조직의

응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한 자원의 획득을 시하고 조직구성

원들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심 가치로 인정하는 특성을 지닌다(김

건 등 5인,2008).

2.직무만족

1)직무만족의 개념

직무만족(Jobsatisfaction)에 한 연구는 직무가 개인의 욕구를 충족

시키도록 하면 근무자들은 정 인 직무태도를 개발한다고 하는 인간

계이론에 기 를 두고 있다(Tang& Sarsfield-Baldwin,1996;박비룡,

2013).

직무만족에 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

며,개념정의가 이루어진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김상호,

2006;박순애․오 주,2006;박비룡,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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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연도) 개념정의

Tiffin
McCormick
(1974)

직무를 통해 얻거나 경험하는데 필요한 욕구만족 차원의 함수

Wright(2004)
필요,흥미,기 의 만족을 통해 자신의 직무로부터 얻는 정신

즐거움

Alavi(2003) 직무과정에 얻는 자 심(self-esteem)

Locke(1976)
개인이 직무를 평가하거나 직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유쾌함이나 건 한 정서 상태

Osborn(1972)
직무과업,작업조건,동료 게 등 여러측면에 한 개인의

정 혹은 부정 인 느낌의 정도

Viteles(1953)
개인이 특정집단이나 조직에 만족하고,계속 으로 소속해서

목표달성을 해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

Engel(1978)
선택된 체 안이 그 체 안에 한 자신의 지 까지 신념과

일치하는가에 한 평

Reitz(1981)
행동,정보,정서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에 한 개

인의 느낌이나 감정

김 규(2006)

직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계,직무와 련된 개인의 태도,임 과 같은 외부의

반 인 조건에 해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정서 반응

<표 2>직무만족의 개념정의에 한 선행연구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직무만족은 ‘조직에 속한 조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시스템,근무환경,상하 동료들과의 계 등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의 상태’라고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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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무만족의 요성

직무는 조직과 불가분의 계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사람은 정 인 태도를 갖는 반면 그 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 인 태도

를 갖게 된다.이때 직무에 한 부정 인 태도는 조직이나 개인 모두에

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래하기 때문에,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것은 조직의 발 과 유지를 해 요한 의미를 갖는다(이상

원,2004;정우열․손능수,2006).다만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와 조직의

발 에 향을 끼칠 것이라는 당연해 보이는 논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에 해서는 경 학 분야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논란 의 하나이다.

그러나 Laffadano& Muchinsky(1985)는 기존 연구들에 한 종합분

석(meta-analysis)을 통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사이에 상 계수가 0.17

이라고 하 으며,Judge(2001)은 상 계수를 0.30으로 추정하 으며,

Gannon& Altimus(1973)은 사무직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

상자의 61%가 직무에 만족한 작업자가 보다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다고

믿는 것으로 드러났다(Muchinsky,2003;김상호,2006;박비룡,2013).

이 밖에도 직무만족이 높으면 이직율과 결근율이 감소된다는 연구도 다

수 발견된다(Scott& Taylor,1985;김상호,2006).

이 외에도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이 조직 내․외 으로 원만한 계

를 유지하여 이것이 반복되면 지원자가 증가하여 새로운 인재 충원에 유

리해지고 조직에 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상

진․한진수,2006;정상완,2005;박비룡,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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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객만족

1)고객만족의 개념

고객만족(customersatisfaction)10)이라는 개념은 1980년 이후 민간

분야에서 등장한 경 략의 한가지로서 생산품․소비 경험․구매 결정

경험․ 매자에 한 만족과 제품․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태도 등 다

양한 측면에서 논의 되어져 왔다(Yi,1990;이향수․안형기,2011).그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통상 으로 사용 의 기

와 사용 후에 느끼는 제품 성과간의 지각된 불일치에 한 소비자의

평가과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이유재,2004;감기 ,2011).

일반 으로 고객들은 구매이 에 제품성과11)에 한 기 를 형성하고,

제품구매 사용을 통하여 경험한 실제 제품성과를 자신의 기 수 과

비교하는데,그 결과 제품성과가 기 했던 정도이면 단순 일치,제품성과

가 기 보다 나았을 경우는 정 불일치,미치지 못한 경우는 부정

불일치라고 하여,앞의 두 경우는 만족,부정 불일치의 경우에는 고객

은 불만족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12)(Oliver,1997 ;Sullivan and

10)미국 마 회(AMA :AmericanMarketingAssociation)에 따르면 “고

객만족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Customer'swantandneeds)에 의해 생겨난

기 를 충족시키거나 과할 때 만족이 발생하고,역으로 미치지 못할 때 불만

족이 발생한다”고 정의(감기 ,2011)

11)제품의 성과는 객 품질과 주 품질의 두 가지가 있으며,객 품

질은 제품들 간의 실제 인 기술 우월성을 설명하고 주 품질은 객체에

한 사람들의 주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이유재․이 엽,2001).

12)이를 기 -불일치 패러다임(Expectation-DisconfirmationParadigm)이라고

부르며(Oliver,1997;LatourandPeat,1979;SullivanandJones,1996),이와

는 달리 고객만족은 구매이 에 형성되었던 기 수 과 계없이 실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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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1996).

이러한 경 학 인 고객만족 개념 정의를 공공부문으로 확장하여 공공

부문에서의 고객만족을 정의해 보면,주민이 공공서비스를 받기 에 가

지고 있던 기 와 실제 공공서비스를 받은 이후 느낌을 비교하여 서비스

가 정 혹은 부 하다는 인지 상태 는 기 와는 별개로 실제 받

아본 서비스의 성과에 한 개인 인 인지 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치안서비스 만족의 의의

Osborn& Gaebler(1992)는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성과지향

인 정부로 변화하기 한 안으로 기업가 정부를 주장하면서,그

핵심내용으로 고객만족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 다(이향수․안형기,

2011).이는 시민이나 주민이 정부의 고객이라는 개념 아래 정부의 업무

처리 행정서비스13)역시 고객지향 으로 바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즉 국가를 경 하는 정부 역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마인드

를 가지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업무처리 차를 개선하고,서비스

질의 신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으로서 1990년 당시 미국행정개 의

성과자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를 성과모형(Performancemodel)

이라고 한다.즉 고객이 제품의 성능에 해 형편없을 것이라고 기 를 하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실제로 제품의 성능이 형편없을 경우에는 불만족을 래한

다는 것이다(Cronin& Taylor,1992).

13)행정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 되는 재화 는 인 서비스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김 수․박 강,1997),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 해 사회내의 편익을 조성하게 되는 정부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Lucy,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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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빠르게 되었다(이향수․

안형기,2011).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반 공공부문의 고객만족 개념 도입에 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시민만족,고객만족,주민만족,국민만족 등의 다양

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학계 뿐만 아니라 행정실무에서도 고객만족

개념은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1997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업무평가 원회에서 40개 앙행정기

을 상으로 실시한 정부업무평가에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고객만족의 조사 상이 된 행정부처는 각자 나름의 고객만족

도 제고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특히 자체 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

는 기 이 차 늘어나고 있다.

고객만족 평가의 목 은 단순히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함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해 부진한 사항이나 시행상

의 문제 을 스스로 발굴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이 화․이시경,2007;

이향수․안형기,2011). 한 더 나아가 평가결과에 한 환류과정을 통

해 향후 요 정책결정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요한 채 이 될 수 있다는 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이향수․안형

기,2011).

경찰청 역시 경찰행정에 고객만족 개념을 도입14)하고 고객만족 제고를

14)경찰청은 1998년 6월 26일부터 통령 훈령으로 시행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에 따라 정부시범기 으로 선정되어 1998년 9월 30일 경찰서비스헌

장을 제정,공표하 고,1999년 10월에는 민원실,수사,방법,교통,병원치료 분

야 5개 서비스헌장을 제정,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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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방면에 걸쳐 고객만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경찰청 자체 고객

만족모니터센터를 설치하여 정기 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최 로 문리서치 회사인 나우앤퓨처(Now&Future)와 합동으로

치안행정서비스 만족도 측정모형을 만들어 자체 고객만족조사를 실시하

다.이는 경찰서비스를 민원실,교통,지구 ,수사․형사 등 4개 분야

로 나 고 각 기능별로 응 태도․처리 차․환경 등 3개 차원에 한

친 성(공감성),청렴성,편익성 등에 해 평가하 는데,경찰서비스에

한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비율을 5:5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 다.

이러한 방식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다가 2011년부터는 민원,

수사․형사,교통사고조사,112신고처리 등 4개 분야의 업무처리 과

정,응 태도,서비스품질,서비스 환경 차원에 한 만족도와 반 만

족도를 조사하고 있다.특히 2010년까지는 분야별 20명씩 조사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분야별 30명씩 총 120명을 조사토록 하는 등 만족도 조사

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조사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제 2 선행연구 검토 가설 설정

1.선행연구 검토

조직문화에 한 연구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문화응용주의자

(Culturalpragmatist)의 입장에서 실시된 경우가 많은 결과,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러한 연구들은 개 민

간기업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객 성과(수익성,성장률,매출액)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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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성과(내부직원 직무만족 등)를 조직성과15)의 변수로 삼아 이를

동시에 분석한 경우도 있었으나(Denison& Mishra,1995;조 호․김

일숙,1995),분리하여 주 인 성과를 사용하는 경우(김 조․박상언,

1998;한주희 외,1997;박상언․김 조,1995;민승기․고종식,1994;

안춘식․ 찬열,1991;서인덕,1986)16)가 다수 다.

박유식․한창희(2012)는 내부․외부 시장지향성이 내부․외부 고객만

족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내부 시장지향성은 외부 고객에게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기 해 종업원을 동기부여하고 만족을 창출하기

한 것(Lings,2004)으로 정의하고 외부 시장지향성은 고객에게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기 한 과정(Naver& Slater,1990)으로 정의하여 내․외

부 만족도와의 상 계를 분석하 다.그 결과,내부 시장지향성은 내부

고객만족에는 유의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70),외

부 시장 지향성과 외부 고객만족은 련이 없었다(-.054).내부 고객만족

은 외부고객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57).

김 조(2000)는 1994～1999년간 국내 상장기업 82개사를 상으로 기

업의 조직문화 특성 조직성과간의 상 계를 종단 연구방법에 의

한 실증분석을 시도하 다.그 결과 조직문화의 유형에 따라 직장생활만

족 재무성과와 정(+)의 계를 가진다고 보고,조직문화 개선 노력에

도 불구하고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허만용(2006)은 공공조직의 조직문화 가운데 시장지향과 학습지향성

15)성과를 재무 성과( 반 사업성과,매출액,성장률,수익성,시장 유율,

자산수익율(ROA)와 비재무 성과(서비스의 질,고객만족도,조직 몰입과 규성

원 만족)으로 나 기도 한다(허만용,2006;박유식․한창희,2012).

16)김호정,200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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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도출하고 두 문화와 성과와의 상 계를 분석하 다.그는 시장

지향성은 시장 정보의 창출,교류, 응으로 정의(Kohli,Jaworski&

Kumar,1993)하 으며,학습지향성은 조직이 지식을 존 하는 정도,개

방 인(사고와 행동)정도,비 을 공유하는 정도로 개념화(Baker&

Sinkula,1999)하여 재무 성과와의 상 계를 분석하 다.그 결과,시

장지향과 조직 성과 의 계에서 학습지향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희(2007)는 조직문화와 조직몰입 조직성과와의 계를 연구하

는데,특이한 은 조직성과 변수를 서비스만족도로 보았다는 이다.

그는 고용지원센터의 조직문화를 신문화와 계문화로 유형화하고 각

각의 문화유형에 따른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을 분석하 다.그 결과

신문화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30)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직몰입도와 조직성과(서비스만족도)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28)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조직문화에 한 연구 역시 경찰 조직문화를 유형화하고 성과

와의 상 계를 밝히고 있는데 부분 내부 성과(직무만족)를 변수로

삼고 있으나,일부는 치안종합성과평가를 객 성과지표로 삼아 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김상호(2004)는 연구 상을 서울 소재 31개 경찰서 내 경무과,생활안

과,수사과로 선정하고,조직문화는 Quinn의 경쟁가치모형에 따라 서

베이 기법으로 분류하고,경찰활동에 한 주민 만족도를 생산성의 지표

로 삼아 상 계를 검토하 다.그 결과,경찰서마다 각각 고유의 조직

문화와 생산성에 유의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조직문화와 생산성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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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모든 문화유형들과 생산성 차이에 정(+)의 상 계가 나타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발 문화와 합리문화가 상 으로 높은 련성

을,집단문화와 계문화가 상 으로 낮은 련성을 유지하 다.

장경선(2010)은 경찰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규명을 시도

하 다.2007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의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종속변수로

삼아 성과 상 경찰서 5개서와 하 경찰서 3개서를 면 방식으로 사례

연구한 결과,경찰서별로 성과 리 측면에 있어서의 조직문화 차이가 유의

미했으며,성과 리에 극 인 조직문화는 리더의 성과에 한 심과 강

조,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 요인을 통한 성과 리 방식,지역여건에 한

인식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상(2009)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13개 경찰서 소속 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문화를 경쟁가치모형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문화 유형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그

결과 집단문화,합리문화,발 문화는 고객지향성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반면, 계문화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34).

2.선행연구의 시사

한국의 경우 조직문화 연구가 시작된 후 지 까지 약 20여년 동안 상

당히 많은 분량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인사조직 분야의 표 인

국내 학술잡지인 경 학 연구,인사ㆍ조직연구,인사 리연구 등에 지속

으로 련 논문이 게재되어 왔다.

그러나 이 듯 많은 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상 조직문화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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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경험 연구는 미진하다는 지 이 많다(도운섭,2004). 부분의

연구가 횡단 연구에 그치거나,그나마 설문지를 활용한 양 방법 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변수도 직무만족 등 주 자료에 그치는 한계

가 있다는 지 을 받아왔다.왜냐하면 조직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는

성이 있을 뿐 아니라 문화가 사람들의 행동(behavior)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횡단 연구만으

로는 조직문화와 성과와의 상 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여겨져 왔기 때

문이다.

물론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직무만족,조직몰입)간 종단 효과에 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김 조(2000)는 1994～1999년간 국내 상장기

업 82개사를 상으로 기업의 조직문화 특성 조직성과간의 상 계

를 종단 연구방법에 의해 실증분석을 시도하 다.그 결과 조직문화의

유형에 따라 직장생활만족 재무성과와 정의 계를 가진다고 보고,

조직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김 조 논문에서 시도한 종단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기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과연 경찰의 조직문화는 경찰 의 직무만족

도 성과에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이와 함께 경찰 조직

문화는 내부 지향 인지,외부 지향 인지 살펴보고,고객만족 지향 문

화,즉 외부 지향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찰청의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시도해 보겠다.

한 조직문화라는 개념이 집단수 의 변수임에도 불구하고,그 간의

공공조직을 상으로 이루어진 조직문화의 연구에서는 개인수 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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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문화를 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조직 체의 조직문화를 연구하기 해서 국 경찰서별

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집단 수 의 문화 변수를 생성하여 연구에 활용하

여,실질 인 경찰 문화를 악하려고 노력하 다.

이는 그간의 조직변화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변화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가설의 설정

연구 가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첫 번째는 경찰에서 고

객만족 정책을 도입한 이후 조직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가

설이다.두 번째는 내부․외부 각각의 조직문화와 직무만족 주민만족

과의 계를 검증하는 가설이다.세 번째는 직무만족이 주민만족으로 실

제 유익한 계를 가져오는지 검증하는 가설이다.세부 인 가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경찰 조직문화의 내․외부 지향성 변화 여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각 조직은 특유의 조직문화를 지니고 있으며,조직

문화 역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김 조,2000).국내․외 조직

문화 연구 결과,행정조직의 문화는 경쟁가치모형의 유형에 따를 때 국

내․외를 불문하고 계문화 등 내부지향 문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ameron& Quinn,1999;김호정,2002).제복을 입는 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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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찰 역시 통 으로 계 질서 통제 문화가 매우 강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며,연구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김상호,2004;박주상,

2009).따라서 조직문화를 내부․외부문화가 유형화할 경우 경찰조직은

내부문화가 외부문화보다 상 으로 강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가설 1)경찰의 조직문화는 내부 지향 문화가 외부 지향 문화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김 조(2000)에 따르면 소업체는 기업문화가 변화한 반면, 기업은

조직문화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김호정(2002)은 행정

기 의 조직문화는 시 나 발 단계와 무 하게 계문화가 강세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시 별로 강조되는 문화가 달라졌다고 하여,조직문

화가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17)

경찰청을 민간기업에 비유를 하자면,그 규모를 감안할 때 기업이라

고 할 수 있다.따라서 규모 조직인데다가 내부 지향 문화가 강한

경찰청의 조직문화가 바 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상이 되지만 경찰조

직의 구성단 인 경찰서는 소기업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찰서

의 조직문화가 변화한다면 경찰 체의 조직문화 역시 변화할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

17)1960년 까지는 료제가 이상 조직형태라는 제하에 계문화가 지배

이었다가,1960년 후반부터는 경쟁과 생산성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합리문화

가 주도하고,1970년 까지는 일본기업을 모방한 집단문화가 강조되고,그 후

정보화시 가 도래하면서 발 문화가 시되었다고 한다(김호정,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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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경찰조직문화는 시간에 따라 외부 지향 문화에서 내부 지향

문화로 변화할 것이다.

2)내부 지향 경찰조직문화가 내․외부 만족도에 미치는 향

집단문화와 배려문화로 설명되는 내부 지향 조직문화는 고객만족보

다는 직무만족을 우선시하는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선행연구 역시

경찰조직에 있어서 조직원간의 의사소통(김상호,2006;박선 ,2010),

인간 계(정우열․손능수,2006;윤우석,2010;박주상․조호 ,2011),

구성원 신뢰(이정훈,2010)등 내부 지향 행태가 직무만족에 향을 끼

친다고 분석하고 있다.특히 독립변수인 조직문화와 종속변수인 직무만

족 조사 시 을 달리하여 인과 계 추론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

(가설 3)내부 지향 조직문화는 다음 년도 직무만족에 정(+) 향

을 미칠 것이다.

내부 조직원의 만족이 외부고객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경 학 분

야에서는 리 지지되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Flipo,1986 ;George,

1990)그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어 아직 논쟁상태에

놓여 있으며(Conduit& Mavondo,2001;Lings& Greenley,2005)18)공

공분야에서 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외부만족도 제고를 해서는 내부 만족도

18)박유식․한창희(201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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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직무만족도 제고 필요성의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과연 이러한 논리는 경찰조직에 용되는지에 해 검증을 시도

하고자 한다.특히 독립변수인 조직문화와 종속변수인 고객만족의 조사

시 을 달리하여 인과 계 추론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

(가설 4)직무만족은 다음연도 고객만족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내부 지향 조직문화가 외부 지향 요소인 고객만족에 향을 끼칠

것인지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이를 해 내부 지향 조직문화가 고

객만족도 향상에 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이는 내부 지향 조직문화

가 직 향을 끼친 것인지,아니면 내부 만족도를 매개변수(mediator)

로 삼아 고객만족에 향을 끼친 것인지도 알아본다.

(가설 5)내부 지향 조직문화는 직무만족을 매개변수(mediator)로 하

여 고객만족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3>가설 3,4,5의 연구 모형

내부지향

조직문화
직무만족 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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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부 지향 경찰조직문화가 내․외부 만족도에 미치는 향

민간기업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장지향과 성과,특히 고객만

족이라는 비재무 성과와의 계에서 시장지향 정도가 높을수록 비재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허만용,2006).

이향수․안형기(2011)는 공공조직의 고객 지향 행정서비스와 주민만

족과의 계에서 시장지향 문화와 반 성과 간에 직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연구하 으므로,경찰조직 역시 외부 지향 조직문화가 고객만족

에 정(+)의 계를 지닐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가설 6)외부 지향 경찰조직문화는 고객만족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이때, 부분의 외부 지향 조직문화 연구는 고객만족과의 상 계

를 분석한 연구로서 외부 지향 조직문화와 내부 직무만족과의 상

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Isaiah& Kofi(2000)는 고객만족을 강조하는 조직풍토(Organizational

climate)는 조직 리더의 TQM(Totalqualitymanagement)수 을 제고

시킴으로써 권한이양 등을 통해 궁극 으로 직무만족을 제고시킨다고 하

는데,여기서는 이를 경찰조직에 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이를 해

내부 지향 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통제하여 외부 지향

문화와 직무만족과의 상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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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7)외부 지향 경찰조직문화는 직무만족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4>가설 6,7의 연구 모형

외부지향

조직문화

직무만족

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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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제 1 연구자료와 분석 방법

1.연구 상 자료의 출처

본 연구는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가 주 하여 실시한 조직문화 수

진단과 직무만족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연구 상으로 삼았

다.특히 인과 계 추론을 명확히 하기 해 독립변수인 조직문화와 종

속변수인 직무만족 조사 시 을 달리하 는데,조직문화는 2010년도 자

료를 활용하고,직무만족도 고객만족도는 2011년 자료를 활용하 다.

조직문화와 직무만족도에 한 설문조사 방법은 경찰 을 상으로

하여 경찰청 인트라넷 개인 이메일로 실시되었으며,기간은 조사 연도에

따라 2～5주간 실시되었다.

다만 두 조사 모두 당해 연도 실제 근무 인 경찰 체를 상으로

발송되었으나 응답은 강제하지 않았으며,그 결과 응답 상자 10만 여명

가운데 실제 응답자 수는 25～37% 수 이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국 244개 경찰서의 민원실,지구 ,교통사고조사,

수사분야 등 민부서의 치안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을 모집단으로 삼아

이들 가운데 각 분야별로 20명씩을 무작 로 선정하여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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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조사분야별 응답자 수

구분
연도

조직문화 직무만족도 고객만족도

상자수(명)응답자수(명)응답률(%) 상자수(명)응답자수(명)응답률(%)조사 상(명)

2010 100,386 25,612 25.5 - - - -

2011 - - - 98,889 37,264 37.7 19,680

2.인구통계학 특성

<표 4>에 표본의 특징을 기술하 다.경찰 에 한 특성으로는 성별

은 남/여로,근무연한은 5년 단 로,계 은 순경～총경 이상까지 7개 계

으로,소속기 은 경찰청～ 출소 등 7개 단 로,16개 소속지방청

14개 세부 기능,그리고 5개 입직경로로 구분하여 연구에 임하기로 한다.

일반 국민의 특성으로는 16개 지방경찰청,연령은 10년 단 로,성별은

남/여로 구분하기로 한다.

1)조직문화 수 진단 조사

2010년 조직문화 설문에 응답한 25,612명 가운데 소속기 단 별로는

경찰서 근무자가 46.9%로 가장 많았고,지구 38.3%,지방경찰청

10.7%,기동 , 경 2.0,경찰청 1.3% 순으로 나타났다.소속지방청별

로는 경기청이 18.9%,서울청이 16.7%로 많았고,부산청 8.9%,경남청

7.1%, 남청 6.4%,경북청 6.3% 순이었다.계 별로는 경 가 35.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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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
인원

응답률
(%)

구 분 응답
인원

응답률
(%)

체 25,612 100.0 체 25,612 100.0

소

속

기

경찰청 344 1.3

계

총경이상 165 0.6

지방경찰청 2,739 10.7 경정 449 1.8

경찰서 12,024 46.9 경감 1,288 5.0

지구 9,797 38.3 경 9,204 35.9

기동 ,경 505 2.0 경사 8,490 33.1

교육기 105 0.4 경장 4,064 15.9

기타 98 0.4 순경 1,952 7.6

소

속

지

방

청

서울청 4,199 16.7

근무

부서

경무,기획,총무 1,571 6.1

생활안 11,815 46.1
부산청 2,244 8.9

수사 2,536 9.9

구청 1,130 4.5
형사 2,299 9.0

인천청 1,110 4.4 경비 1,389 5.4

교통 2,242 8.8
주청 942 3.7

정보 1,065 4.2

청 776 3.1
보안 664 2.6

울산청 390 1.5 홍보 40 0.2

경기청 4,748 18.9 외사 281 1.1

가장 많았고,경사가 33.1%,경장,순경,경감,경정,총경 순으로 나타났

으며 근무부서로는 생활안 이 46.1%로 가장 높고,수사 9.9%,형사

9.0%,교통,경무,경비,정보,보안 순으로 나타났다.근무 형태로는 외

근이 64.5%,내근이 35.5% 으며,남자가 94.7%,여자가 5.3%를 차지하

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40세～50세 사이가 42.9%,50세 이상이 27%,

30세～40세 사이가 25.6%,30세 미만이 4.5% 다.

<표 4>2010년 경찰 조직문화 수 진단 인구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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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1,129 4.5 감사 579 2.3

정보통신 233 0.9
충북청 843 3.4

기타 898 3.5
충남청 1,084 4.3

근무
형태

내근 9,089 35.5

북청 1,176 4.7
외근 16,523 64.5

성별
남자 24,266 94.7남청 1,617 6.4

여자 1,346 5.3
경북청 1,591 6.3

연령

30세 미만 1,152 4.5

경남청 1,775 7.1 30세이상~40세미만 6,565 25.6

40세이상~50세미만 10,988 42.9
제주청 409 1.6

50세이상 6,907 27.0

2)직무만족 조사

2011년 직무만족 조사 설문에 응답한 37,264명 가운데 경찰서와 지구

․ 출소가 각각 45.7%와 44.6%로 가장 많았다.지방청별로는 경기청

이 18.3%로 가장 많았고,서울청 15.8%,부산청 8.0%,경남청 7.3%,

남청 6.2%,강원청 5.8% 순으로 나타났다.계 은 경사,경 가 각각

34.3%와 33.2%로 가장 많았으며,경장 14.7%,순경 9.2%,경감,경정,총

경 이상 순이었다.

연령은 40 이상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50 이상이 27.8%,30

가 24.3%,20 가 4.7% 고,근무 경력은 20년～25년이 25.1%,25년 이

상이 23.0%,10년～15년 17.1%,15년～20년이 15.3%순이었다.남성과 여

성의 비율은 94.3% :5.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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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
인원
(명)

응답
비율
(%)

구 분
응답
인원
(명)

응답
비율
(%)

체 37,264100.0 체 37,264 100.0

근무지

경찰청 243 0.7

지

1 지 22,497 66.8

교육기 82 0.2 2 지 5,094 15.1

지방경찰청 2,768 7.4 3 지 6,072 18.0

경찰서 17,03545.7
성별

남성 35,144 94.3

지구 ․ 출소 16,62844.6 여성 2,120 5.7

기동부 419 1.1

연령

20 1,749 4.7

기타 89 0.2 30 9,071 24.3

지방청

서울청 5,843 15.8 40 16,067 43.1

50 이상 10,377 27.8부산청 2,970 8.0

근무

경력

1년미만 738 2.0구청 1,556 4.2

1년이상~5년미만 2,800 7.5인천청 1,875 5.1

5년이상~10년미만 3,691 9.9주청 1,079 2.9

10년이상~15년미만 6,387 17.1청 1,213 3.3

15년이상~20년미만 5,707 15.3울산청 622 1.7

20년이상~25년미만 9,367 25.1경기청 6,775 18.3

25년이상 8,574 23.0강원청 2,129 5.8

소속

부서

경무(기획,총무) 2,460 6.6충북청 1,543 4.2
생활안 19,020 51.0충남청 2,069 5.6
수사 3,113 8.4북청 2,031 5.5
형사 3,194 8.6남청 2,280 6.2
경비 1,683 4.5경북청 1,802 4.9
교통 3,086 8.3경남청 2,700 7.3
정보 1,436 3.9제주청 452 1.2
보안 786 2.1

계

총경이상 232 0.6
홍보 55 0.1경정 708 1.9
외사 392 1.1

경감 2,254 6.0
감사 863 2.3

경 12,36633.2
정보통신 377 1.0

경사 12,78634.3 기타 799 2.1

경장 5,496 14.7근무
형태

내근 13,400 36.0

순경 3,422 9.2 외근 23,864 64.0

<표 5>2011년 경찰 직무만족도 조사 인구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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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원
(명)

비율
(%)

구 분
인원
(명)

비율
(%)

체 19,680100.0 체 19,680 100.0

서비스

분야

민원실 4,954 25.2

지

1 지 10,865 55.2

112신고처리 4,947 25.1 2 지 3,039 15.4

교통사고 4,935 25.1 3 지 5,776 29.4

수사/형사 4,844 24.6
성별

남성 15,218 77.3

지방청

서울청 2,473 12.6 여성 4,462 22.7

연령

20 2,559 13.0
부산청 1,200 6.1

30 4,459 24.2
구청 715 3.6

40 5,417 27.5
인천청 719 3.7

50 4,855 24.7
주청 400 2.0

60 이상 2,090 10.6
청 400 2.0

울산청 320 1.6

경기청 3,278 16.7

3)치안고객만족 조사

2011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는 19,680명을 상으로 이루어졌다.민원

실,지구 (112신고처리),교통,수사․형사 등 4개 분야별로 25%씩 조사

가 이루어졌으며,사건을 처리한 지역은 경기 16.7%,서울 12.6%,경북

9.4%,경남 9.3%, 남 8.5% 부산,충남 각각 6.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 가 27.5%,50 가 24.7%,30 가 24.2%,20 가 13.0%,60

가 10.6% 순이었으며,성별은 남자가 77.3%,여성 22.7% 순이었다.

<표 6>2011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인구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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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1,349 6.8

충북청 873 4.4

충남청 1,191 6.1

북청 1,182 6.0

남청 1,664 8.5

경북청 1,851 9.4

경남청 1,825 9.3

제주청 240 1.2

제 2 변수의 측정

1.측정도구

1)독립변수 -경찰 내․외부 지향 조직문화

내․외부 지향 조직문화 수 을 측정하기 해 경찰청 고객만족모니

터센터에서 외부자문을 얻어 설계한 설문지를 활용하 다19).

원래 이 설문지는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Quinn(1988)과 서

인덕(1986)등에 제시된 설문 문항 가운데 내․외부 지향 차원에 한

설명과 박유식․한창희(2012)등에 제시된 설문문항들을 참고하고 경찰

19)2009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가 로벌경 연구소,왓슨 와이어트

(WatsonWyatt)한국지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과 합작으로 작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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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문화

하

문화
질 문

내부지향

조직문화

배려문화

6.내가 속한 조직의 지휘 은 나의 업무역량과 성과 향상을 해

항상 심을 가지고 지원한다

7.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상하,동료간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진행

되고 있다

9.내가 속한 조직은 조직운 반에 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

고 있다

집단문화

10.내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구성원간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13.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단결되어 있으며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다

14.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동료간에 인간 인 심이 있다

15.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동료간 서로 동하며 지원한다

외부지향

조직문화

고객문화

19.내가 속한 조직은 고객만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

20.내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업무처리시 고객 심 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

21.내가 속한 조직은 고객의 불만사항에 해 신속하게 처한다

신문화

23.내가 속한 조직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극 수용한다

24.내가 속한 조직은 연령ㆍ학연ㆍ지연ㆍ성별에 계없이 직원들을

공정하게 우한다

25.내가 속한 조직은 사 에 합리 이고 객 인 기 에 의한 업

무목표가 제시된다

27.내가 속한 조직의 업무성과 평가는 조직기여도와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운 되고 있다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질문은 삭제하여 사용하 다.그 결

과 경찰 내․외부 지향 조직문화 분석을 한 설문은 다음과 같이 구

성되었다.

<표 7>경찰 조직문화의 설문문항 구성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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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속변수

(1)직무만족도

직무만족 수 을 측정하기 해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 외부

자문을 얻어 설계한 설문지를 활용하 다20).설문지는 분야별 만족도21)

와 반 인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까지 7 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2)치안고객만족도

치안고객만족도는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 외부자문을 얻어 설

계한 설문지를 활용하 다22).민원실,112신고처리,교통사고조사,수사․

형사 등 4개 분야별 만족도 반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까지 7 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표 8>치안고객만족도 설문문항 구성 척도23)

20)2005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 문 설문조사 업체인 월드리서치

에 의뢰하여 작성함

21)인사․성과 리,근무환경,후생복리,내부의사소통,조직․직무몰입,조직운

,교육 등 7개 분야로 구성(세부 설문내용은 부록 1)

22)2007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 문 고객만족컨설 업체인 나우

앤퓨처에 의뢰하여 개발함

23)세부 설문내용은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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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원 항 목 척도

업무처리 과정
응성

(1)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다소 그 지 않다.

(4)보통이다.

(5)다소 그 다.

(6)그 다.

(7)매우 그 다.

지원성

응 태도
공감성

청렴성

서비스 품질

편익성

문성

공정성

서비스 환경
쾌 성

편리성

2.분석도구

요인분석에는 CEFA를,동일 수 변인 간의 계분석에는 SPSS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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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분석결과의 도출

제 1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1.타당도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으며,변수와 요인간의 상 계를 나타내는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하여 직교회 방식(Varimax)을 채택하 다.요인

재치는 0.05이상을 기 으로 하 다.

기존 경찰청 조직문화 수 진단 설문의 30개 문항 가운데 독립변수들

과 내용이 맞지 않는 16개의 문항을 제거하 고 최종 으로 14개의 문항

을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유형을 2요인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실제 이

들 요인구조를 갖는지 확인해 보았고,요인에 한 가설이 있기 때문에

확인 요인분석을 하 다.요인분석에는 CEFA 로그램을 사용하 으

며,확인 요인분석 결과 수용 가능한 합도(RMSEA24)=.070)를 보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정한 조직문화 척도가 구성타당도가 있는

24)RMSEA(RootMeanSquareErrorofApproximation)는 구조방정식모델에

서 모델 합도를 평가하는 지수의 한 가지로서 표본크기가 상당히 큰 제안모델

을 기각시키는 chi-square통계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개발된 합지수임.

.05～.08범 를 보일 때 그 모델은 합도가 좋다라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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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문화 집단문화 고객문화 신문화 항목

0.639 -0.057 0.061 0.299 문6

0.937 0.081 0.032 -0.017 문7

0.416 0.111 0.208 0.334 문9

0.193 0.589 0.135 0.158 문10

0.075 0.778 0.033 0.174 문13

0.098 0.828 0.097 0.015 문14

0.09 0.761 0.161 0.051 문15

0.085 0.042 0.636 0.218 문19

0.087 0.102 0.845 -0.008 문20

0.018 0.03 0.868 0.052 문21

0.218 0.136 0.176 0.531 문23

0.155 0.131 0.117 0.63 문24

0.226 0.143 0.088 0.622 문25

0.141 0.077 0.144 0.675 문27

것으로 나타났다.

<표 9>경찰 조직문화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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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를 이용하여 내․외부 지향 조직문

화에 한 측정도구에 한 신뢰도를 검증하 다.<표 8>을 보면 본 연

구의 측정도구는 Cronbach'salpha계수는 모두 0.9이상을 나타내어,

바람직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다.

<표 10>측정도구의 신뢰도

항목 문항수 α

내부문화 7 .964

외부문화 7 .965

제 2 기 통계량 분석

1.기술 통계 분석

<표 9>에 분석에 사용되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제시하 다.각

변인이 사용되는 수 에서의 기술 평균치를 구한 결과,내부문화의 수

이 외부문화보다 다소 낮았으나 하 문화에서는 외부문화의 신문화가

가장 낮았다.표 편차는 4～6 으로 나타났으며 고객만족문화가 가장

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직무만족도는 7.2 의 표 편차로 다소

큰 편차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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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내부문화 244 45.53 86.91 58.1088 5.12891

외부문화 244 46.81 88.53 60.6513 4.73828

내부-배려 244 39.77 85.80 54.6956 6.19663

내부-집단 244 51.30 88.03 61.5219 4.57207

외부-고객 244 58.57 90.03 69.9608 4.04677

외부- 신 244 33.85 87.03 51.3418 5.86737

종합직무만족 244 58.30 90.80 72.9504 7.23694

고객만족종합 244 66.50 87.30 77.3074 4.31298

유효수목록별 244

<표 11>사용된 변인의 기술 통계치

2.상 계 분석

변수간 상 계를 분석하기 해,상 조직문화와 하 조직문화,직

무만족 고객만족을 합산하여 상 분석을 하 다.<표 8>을 보면 하

조직문화,직무만족,고객만족 간에는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존재

하 다(ｒ=.299～.965).

직무만족은 외부 문화보다는 내부 문화와 상 계가 높았으며,내부

문화 에서도 집단문화와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객만족은

직무만족보다는 다소 약한 상 계를 보이고 있었으나 고객만족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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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1.내부지향문화 1

2.(배려문화) .965*** 1

3.(집단문화) .935*** .810*** 1

4.외부지향문화 .936*** .921*** .852*** 1

5.(고객문화) .836*** .795*** .797*** .936*** 1

6.( 신문화) .935*** .938*** .826*** .970*** .821*** 1

7.종합직무만족 .346*** .321*** .342*** .314*** .302*** .299*** 1

8.고객만족종합 .194** .177** .194** .226*** .258*** .187** .184** 1

*ρ<.05 **ρ<.01 ***ρ<.001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나타내고 있었다.외부문화 가운데에서는 역

시나 고객지향문화와 상 으로 강한 상 계를 보이고 있었으며,내

부문화 가운데 배려문화와는 상 으로 약한 상 계를 보이고 있었

다.직무만족과도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보이고 있었다.

변인의 세부 요인들 간의 상 계는 아래의 연구 가설 검증 단계에서

기술하 다.

<표 12>상 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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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 가설 검증

1.경찰 조직문화의 경향성 분석

1)경찰 조직문화의 내․외부 지향성

가설 1을 검증하기 해 경찰 조직문화를 최 로 진단한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분석하 다25).그 결과 <표 13>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에는 외부 지향 조직문화가 강하

게 나타났으며,2010년에는 내부 지향 조직문화가,2012년에는 다시 외

부 지향 조직문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경찰조직은

내부 지향 문화가 외부 지향 문화보다 강할 것이라는 가설 1은 기각

되었다.

한 경찰 조직문화는 시간에 따라 외부 지향 문화에서 내부 지향

조직 문화로 변화할 것이라는 가설 2역시 기각되었다.

그러나 조직문화가 변화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비록 3회

의 조사 기간뿐이기는 하 으나 조사시 마다 두 문화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다만 이러한 변화가 경찰의 고객만족 치안정책 추진

에 의한 것인지에 해서는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25)경찰 조직문화는 2009년 최 로 시행된 이후 2010년 실시되었으며,이후로

는 2년 단 로 실시되고 있다.



-53-

 
N

(전 경찰서)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09년 내부문화 244 42.33 72.21 56.6811 5.00074

2010년 내부문화 244 46.81 88.53 60.6513 4.73828

2012년 내부문화 244 55.51 84.28 66.9867 5.06448

2009년 외부문화 244 47.00 73.25 58.5255 4.62322

2010년 외부문화 244 45.53 86.91 58.1088 5.12891

2012년 외부문화 244 58.07 85.17 69.2483 4.55735

<표 13>연도별 경찰 조직문화 내․외부 지향성 기술통계량

<그림 5>경찰 내․외부 지향성 문화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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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제곱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β)

1
(상수) 44.542 4.963 　 8.974

.12
.000

내부문화 .489 .085 .346*** 5.746 .000

2.내부 지향 문화가 내․외부만족에 미치는 향

1)내부 지향 문화와 직무만족도와의 계

가설 3을 검증하기 해 경찰 내부 지향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경찰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내부지

향 조직문화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향(β=.346,t=5.746,ρ<.001)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내부 지향 문화는

직무만족의 분산( )을 12% 설명하 다.

<표 14>내부 지향 문화가 직무만족에 한 회귀분석 결과

내부지향 문화의 세부요인과 직무만족이 어떤 계를 가지고 있는지

<표 12>의 상 표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았다.배려문화(г=.321)와 집단

문화(г=.342) 모두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계를 가졌다.

이 결과는 내부 직원간 배려하고 소통을 강조하는 가족 인 조직분

기가 경찰 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각각

의 세부 문화보다 내부지향문화(г=.346)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세부 문화가 결합됨으로써 직무만족 향상에 더 강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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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제곱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β)

1

(상수) 69.327 2.761 　 25.112

.034

.000

종합_직무만족 .109 .038 .184** 2.905 .004

2)직무만족과 고객만족간의 계

가설 4를 검증하기 해 직무만족을 독립변수로,고객만족을 종속변수

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직무만족은 고객만족에 유의미

한 향(β=.184,t=2.905,ρ<.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그리고 직무만족은 고객만족의 분산을 3.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고객만족에 향을 끼치는 변인이 직무만족 외

에도 많지만 여 히 직무만족이 고객만족에 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15>직무만족이 고객만족에 한 회귀분석 결과

이는 앞서 가설을 설정하면서 언 한 바와 같이 경 학 분야에서 리

인정되면서도 여 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직무만족이 고객만족으로 이

어진다는 논리가 경찰 조직에도 용된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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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무만족의 내부 지향 조직문화와 고객만족 간 매개효과

가설 5는 가설 3과 가설 4의 계가 실제 직무만족에 의해 매개되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다.분석 차는 (제1단계)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독립변

수와 (추정)매개변수 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고,통계 유의수

하에서 유의한 향 계가 있어야 한다.(제2단계)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고,통계 유의수

하에서 유의한 향 계가 있어야 한다.(제3단계)회귀분석을 통하

여 (추정)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고,통계

유의수 하에서 유의한 향 계가 있어야 한다.(제4단계)제2단계 회

귀분석 결과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값은 제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

변수의 회귀계수값보다 커야 한다.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매개효

과가 있다고 한다.26)

이를 해 독립변수에 내부지향 조직문화를,매개변수로는 직무만족

을,종석변수로는 고객만족을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제1

단계는 가설 3에서 이미 검증되었으며,제2단계 결과,내부 지향 조직

문화는 고객만족에 유의미한 향(β=.194,t=3.073,ρ<.01)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제3단계는 독립변수에 내부지향 문화와 직무만족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6>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유의미(β=.132,ρ<.05)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를 제2단계에서

나타난 표 화된 베타값과 비교한 결과 제2단계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으로,매개효과 검증 차 제1단계,2단계,3단계의 모든 조건을

26)Baron& Kenny(1986)가 제안한 4단계 검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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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제곱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β)

1

(상수) 67.839 3.094 　 21.929

.038

.000

내부문화 .163 .053 .194** 3.073 .002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제곱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β)

1

(상수) 64.327 3.550 　 18.120

.053

.000

내부문화 .124 .056 .148* 2.214 .028

종합_직무만족 .079 .040 .132* 1.980 .049

충족시켰으며, 한 제4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따라서 내부지향 조

직문화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져 가설 5는 채택되었다.

<표 16>직무만족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 결과

3.외부 지향 문화가 내․외부만족도에 미치는 향

1)외부지향 문화와 고객만족과의 계

가설 6을 검증하기 해 외부 지향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고객만

족을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외부 지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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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제곱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β)

1

(상수) 64.812 3.467 　 18.693

.051

.000

외부문화 .206 .057 .226*** 3.615 .000

직문화는 고객만족에 유의미한 향(β=.226,t=3.615,ρ<.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6은 지지되었다.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의

분산( )을 5.1% 설명하 다.

<표 17>외부 지향 문화가 고객만족에 한 회귀분석 결과

외부 지향 조직문화의 세부요인과 고객만족간 어떤 계를 가지고

있는지 <표 12>의 상 표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았다.외부 지향 조직

문화 체는 г=.226의 상 계를 보이고 있는데,고객문화(г=.258)가

신문화(г=.187)보다 강한 상 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역시 고객만족 문화가 고객만족도 향상에 강한 상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외부 지향 문화와 직무만족과의 계

가설 7을 검증하기 해 외부 지향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직무만

족을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다만 이 분석에서는 의

가설 3에서 내부 지향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이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부 지향 조직문화의 향력을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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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제곱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β)

1
(상수) 44.542 4.963 　 8.974

.120
.000

내부문화 .489 .085 .346*** 5.746 .000

2

(상수) 45.849 5.669 　 8.088

.121

.000

내부문화 .597 .241 .423* 2.474 .014

외부문화 -.125 .261 -.082 -.480 .632

여 외부 지향 문화가 직무만족에 순수하게 미치는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가설검증에는 내부 지향 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외부 지향 조직문화

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7은 기각되었다.

<표 18>외부 지향 문화가 직무만족에 한 회귀분석 결과

이러한 결과는 외부 지향 조직문화는 고객만족 신만을 강조

하다 보니 성과 주의 조직분 기가 형성됨으로써 이로 인해 경찰 은

피로감을 갖는 등 직무로부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

다. 한 신을 통한 고객만족 치안행정이 결국 경찰 의 본연의 사명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 교육부재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고객만족 치안정책 등의 의미를 제 로 심어주지 못하 기 때문에 경

찰 들은 이에 한 반발 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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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 요약 결론

경찰은 ‘신’,‘쇄신’이라는 구호 아래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해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신기획단’,‘쇄신기획단’,‘미래발 과’등의

신 추진 담부서를 설립하고 인력구조 근무체계 개선을 추진해왔

다.이러한 신 과정 가운데는 민간 경 기법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왔

지만 부분이 일시 이거나,일부 기능에만 국한되어 추진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반복되어져 왔다.그러던 것이 1997년 국무총리

실 산하 정부업무평가 원회에서 40개 앙행정기 을 상으로 정부업

무평가를 시작하면서 경찰 역시 다른 행정기 과 마찬가지로 고객만족

경 기법을 치안행정에 도입하게 되었다.고객만족 경 기법 역시 그간

실패에 머물 던 여타 민간분야의 신 행정기법과 마찬가지로 한때 지

나가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상되었으나 고객만족 치안행정은 기존의

신정책들과는 달리 다른 행정부처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경찰청이 앞서간

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은 주목할 만하다.

이 게 경찰이 고객만족 행정에 있어서 성공 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

는 것은 ‘고객만족’이름을 딴 담부서를 신설하고 자체 모니터센터를

통해 조직문화 조직내․외 만족도 조사를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 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 주목하여 과연 경찰 조직은 어떤 조직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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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며,이 조직문화는 과연 직무만족 고객만족에 어떤 향

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 2009년부터 자체 으로 시

행 인 조직문화진단 경찰 직무만족도,치안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구 상으로 삼아,조직문화를 내부․외부 지향 문화로 유형화하고 각

각의 문화와 직무만족 고객만족과의 상 계와 직무만족과 고객만족

과의 상 계에 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한 양 검증을 실시하

다.

먼 경찰 조직문화의 경향성을 분석하 다.경찰 조직문화 진단이 최

로 시행된 2009년 이후 2010년,2012년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조사가 시행된 3차례 동안 내부 지향 조직문화와 외부 지향

조직문화가 그 문화수 의 정도가 조사를 할 때마다 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단 3차례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조직문화의 변화 경향성을 단

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랐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상만을

분석할 때,조직문화는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내부 지향 조직문화는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직원간 소통하고 가족 인 집단문화가 상호 배려하는 문화와 결합하

여 경찰 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 게 형성된 직무만족이 고객만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발

견하 다.즉 직무만족은 내부 지향 조직문화와 고객만족 사이에서 매

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이를 통해 직무만족이 고객만

족과는 배치되거나 상충되는 계가 아니라는 것이 밝 졌다.

한 외부 지향 조직문화는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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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히 하 문화로서 고객지향 문화는 신문화에 비해 고객만족과 강

한 상 계가 있음이 밝 졌다.

이와는 달리 외부지향 문화는 직무만족과는 계가 없음이 나타났다.

이를 검증하기 해 앞서 직무만족과의 상 계가 밝 진 바 있는 내부

지향 조직문화를 통제하고 분석하 더니 외부 지향 조직문화만으로

는 직무만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따라서 내부만족과 외부만족을

동시에 이루기 해서는 내부 지향 조직문화가 필요할 것이며 고객만

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해서는 외부 지향 조직문화가 합하

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연구의 함의

1.이론 함의

본 연구는 이론 으로 크게 네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직무만족이 조직문화와 고객만족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을 다루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내부 조직원의 직무만족이 외부

고객만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리 지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Flipo,1986;George,1990),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아 경

학 분야에서조차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론이다(Conduit& Mavondo,

2001;Lings& Greenley,2005;박유식․한창희 ;2012).더욱이 공공

기 을 상으로 이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경찰 조직을 상

으로 이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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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본 연구에서는 내부 지향 조직문화가 직무만족 향상에 향을

끼치고,향상된 직무만족은 고객만족 제고에 정 인 향을 끼치고 있

음을 밝힘으로써 경찰 조직에서 직무만족이 조직문화와 고객만족 사이에

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 다.

둘째,경찰의 조직문화는 내부지향․외부지향 문화 어느 한 가지가

정 이라고 할 수 없으며,두 가지 문화 모두 히 조화된 ‘균형문

화’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연구흐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

공하는데 기여하 다(김진희,2007).이는 조직 안에 복합 이고 모순

인 가치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인하는 이론으로서 이는 경찰조

직에도 동일하게 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arker& Bradely,

2000).내부 지향 문화는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끼치는데 기여

하고 있으며,외부 지향 문화는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끼치는데

기여하고 있음이 검증되었으므로 두 문화를 히 조성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신 ․고객만족 지향 조직문화를 통해 고객만족은 이루어지

겠으나 직무만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새로운 을 제시하 다.

경찰청은 고객만족 정책을 도입한 이래,고객만족을 치안정책의 최상

가치로 삼아 정기 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고객만족 지향 문

화를 일선 치안 장에 정착시키기 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다.그러나

일부 경찰 지휘부의 경우 고객만족만을 강조한 채 직무만족의 필요성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외부 지향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직무만족 제고가 어렵다는 사실이 밝 졌으므로 효과 인 고객만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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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기 해서는 외부 지향성과 동시에 내부 지향성 향상에도 신경

을 써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거 한 연구자료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경찰 련 연구의 질

향상을 도모하 다고 할 수 있다.경찰조직은 직업경찰 만 국 10만

여명으로서 공사 분야를 불문하고 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

의 보안성을 이유로 외부유출이 지극히 제안되어 왔다.그 간의 경찰

련 연구를 보면,조직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이터를 생산하여 연

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경찰 체를 포섭하는 연구는 미진하다는 평

가를 받아왔다.그런데 본 연구는 변수별로 20,000～40,000가량의 데이

터를 확보함으로써 경찰 반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이

를 통해 경찰 조직 체의 조직문화,직무만족에 한 표성을 확보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방법론 함의

본 논문은 세 가지 방법론 함의를 가진다.

첫째,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을 여러 시 에서 측정함으로써 종단 연구

를 실시하 다.기존의 실증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 시 에

서 측정한 횡단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인과 계 추론상에 문제 을 드

러내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종속변수 측정시

을 독립변수 측정시 보다 1년 후로 설정하 다. 한 조직문화의 변천의

양상을 살펴보기 해서 3개 년도 시 에서 조직문화를 측정하여 연구에

활용하 다.변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화의 특성임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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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 때 이러한 종단 연구 분석은 문화연구에 필수 인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조직수 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기존의 공공조

직을 상으로 한 조직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한 조직문화를 측정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집단 수 에서 공유되는 조직문

화라는 개념과 구성원에 불과한 개인의 지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은 방법론 문제를 가진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단 수 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변수화 함으로써 조직문화라는

개념에 충실히 근하고자 하 다.

셋째,연구에 사용된 조직문화,직무만족,고객만족을 서로 다른 설문

에서 수집함으로써 방법론 타당성을 높 다.설문조사를 이용한 기존

의 많은 실증연구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설문지에서 측정하

다.하지만 이 경우 통계 분석을 함에 있어서 동일 방법 분산

(Commonmethodvariance)가 나타나 변수간에 진정한 계를 탐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지 을 받아왔다(Podsakoff,2003).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을 세 가지 다른 설문에서 수집함으로써 에

나타난 동일 방법 분산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해 노력하 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세 가지 방법론 장 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나

타난 결과들이 통계 으로 신뢰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3.실용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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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 가지 실용 함의를 가진다.

첫째,경찰 조직문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고객만족 지향성과 신을 강조하는 것

만으로는 내부 직무만족 제고가 어렵다는 것이 밝 졌으므로,직무만족

도와 고객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기 해서는 외부 지향성 조직문화와

내부 지향성 조직문화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는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두 문

화를 조화롭게 발 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둘째,직무만족이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 밝

졌으므로 직무만족 제고정책이 필요하다는 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경

찰청은 선행 연구에 따라 외부 고객만족과 내부 만족도 제고를 해 노

력해 오면서도, 계 문화가 강한 조직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부

리더들은 신지향 문화만을 강조한 채 직무만족도 제고의 요성에

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이는 본 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에 한 과학 인 검증을 거친 은 없었기 때문으

로 향후에는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직무만족 제고의 당 성을 주

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고객만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한 조직원의 공감 형성이

제되어야 한다는 정책 함의를 제공한다.내부 지향 조직문화는 직

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고객만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외부 지향

조직문화는 고객만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직무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이는 고객 지향 신 강조 등의 문화가 직원들의 업무

행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이끌어냈을지 언정,경찰 은 이를 통해 보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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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거나 자아실 의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것은

고객만족을 강조하는 조직풍토(Organizationalclimate)가 궁극 으로 직

무만족을 제고시킨다는 Isaiah& Kofi(2000)의 연구와 배치되고 있음을

보여 다.이에 한 원인을 찾기 해서는 추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경찰의 계 문화에 입각한 일방 인 고객만족 지향 는

신 강요에 따라 조직원의 공감성이 확보되지 않았나 하고 상할 수 있

다.따라서 장 경찰 들에게 고객만족 지향 는 신의 필요성 등에

해 사 에 충분히 설득한다면 이에 한 공감을 통해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향후 경찰청이 외부 지향

문화를 추진하기 해서는 공감 형성이 필요할 것이며,이는 비단

고객만족 정책 등 뿐 아니라 다른 정책에도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제 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1.연구의 한계

첫째,경찰 조직문화 데이터가 양 으로 부족하 다.본 연구는 애

경찰의 조직문화가 변동이 가능한가에 해 검증을 하나의 목표로 삼았

으나,조직문화 진단이 총 3회 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 으로 분석

자료가 부족하 다고 생각한다.

문화라는 것이 단기간에 형성되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직문화 변화의 추이를 찰할 때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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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상된다.이러한 을 감안할 때 3차례 조사 데이터는 다소 부

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경찰 조직문화 유형화를 세분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 아쉬움으

로 남는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직문화 진단은 외부 문 컨설 업체

의 조를 받아 제작한 자료로서 원칙 으로 Quinn등의 경쟁가치모형

의 틀을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이기는 하나,경찰 특수성을 많이 반 하

다 보니,경쟁가치모형 원형에서 다소 멀어진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조직문화 유형은 정답이 있지 않고,학자의 이나 조직의 특

성에 따라 그 틀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재로서는 경쟁가

치모형이 가장 리 쓰이고 있다.왜냐하면 경쟁가치모형은 조직간 문화

비교에도 용이할 뿐 아니라,시 별 조직문화의 변화추이나 조직의 발

단계별 조직문화의 비교도 가능하게 하는 장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김호정,2002).

따라서 경찰 조직문화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경쟁가치모형에 좀 더 충

실한 설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그리고 향후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할 때는 이를 감안하여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작성하는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향후 연구과제

첫째,내부 지향 조직문화를 통해 향상된 고객만족과 외부 지향

조직문화를 통해 향상된 고객만족간 양 ․질 차이 유무 지속성의

차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즉 내부 지향 조직문화를 통해 향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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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의 매개효과로 제고된 고객만족과 외부 지향 조직문화를 통해

직무만족과는 무 하게 향상된 고객만족 가운데 국민은 과연 어떤 매커

니즘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느낄 것인지,그리고 장기 으로 어떤 매커

니즘이 더 유지될 수 있는지에 해서 검토함으로써 고객만족과 직무만

족 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치안서비스 비 일반 국민을 상으로 하는 고객만족도를 종

속변수로 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치안서비스에

한 경험이 있는 주민만을 상으로 한 고객만족 지수를 종속변수로 활

용하 다.물론 비 고객만족도 조사는 치안서비스에 한 실제 사용

자( 국민)의 만족도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찰 이미지 조사에 머물고

만다는 비 이 있기는 하지만,비 국민의 만족도 역시 일반 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의 만족감을 반 하고 있으므로 만족도 조사

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비 국민의 체감안 도와 조직문

화 직무만족도 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인간 상 계를 보는 것

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상된다.

셋째,조직문화에 한 장기 인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조직문화 변

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조직문화는 1～2년 안에 쉽게 변화하지 않

으므로 자료가 더 축 된 이후에 변화에 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조직문화가 과연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만약 그 다면 좀더 경찰 내부의 직무만족과 외부 고객만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에 합한 조직문화를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

된다.다만 이를 해서는 경찰의 조직문화를 좀 더 세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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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1.조직문화(설문 상 : 국 경찰 원)

Ⅰ.다음 질문들은 우리 경찰의 비 과 공유가치,리더십,의사소통에

한 질문입니다.각 질문들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

해 주십시오

항 목 질 문

비

ㆍ

공유

가치

1.나는 우리 경찰 조직 체가 추구하는 비 과 략을 이해한다

2.내가 속한 조직(경찰서,본청ㆍ지방청 課단 )은 비 과 략이

있다

3.내가 속한 조직은 조직의 비 이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리더십

4.내가 속한 조직의 지휘 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휘방침을

직원들에게 공유시키고 있다

5.내가 속한 조직의 지휘 은 직원들을 조직의 비 과 공유가치에

몰입하도록 이끄는 역량이 있다

6.내가 속한 조직의 지휘 은 나의 업무역량과 성과 향상을 해

항상 심을 가지고 지원한다

의사

소통

7.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상하,동료간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다

8.내가 속한 조직은 타 부서와 업무수행에 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

9.내가 속한 조직은 조직운 반에 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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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다음 질문들은 구성원들의 소속감,동료 계,직무몰입,고객지향에

한 질문입니다.각 질문들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질 문

소

속

감

10.내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구성원간 공동체 의식이 형성

되어 있다

11.나는 경찰 이라는 직업에 한 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

12.나는 내가 속한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해 기꺼이 헌신한다

동료

계

13.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단결되어 있으며 동료의식

을 가지고 있다

14.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동료간에 인간 인 심이 있다

15.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동료간 서로 동하며 지원한다

직무

몰입

16.내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17.나는 내가 맡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기개발을 스스로 하고

있다

18.나는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

고 있다

고객

지향

19.내가 속한 조직은 고객만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

20.내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업무처리시 고객 심 인 태도

가 형성되어 있다

21.내가 속한 조직은 고객의 불만사항에 해 신속하게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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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다음 질문들은 우리 경찰의 조직운 ,성과 리,갈등 리에 한

질문입니다.각 질문들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질 문

조직

운

22.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개인의 업무역량 개발을 해 극

지원한다

23.내가 속한 조직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극 수용한다

24.내가 속한 조직은 연령ㆍ학연ㆍ지연ㆍ성별에 계없이 직원

들을 공정하게 우한다

성과

리

25.내가 속한 조직은 사 에 합리 이고 객 인 기 에 의한

업무목표가 제시된다

26.내가 속한 조직은 업무 목표달성을 해 지휘 이 한

코칭과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

27.내가 속한 조직의 업무성과 평가는 조직기여도와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운 되고 있다

갈등

리

28.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상하간ㆍ기능간 갈등이 있다

29.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갈등 시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소하는

분 기가 형성되어 있다

30.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갈등 발생시 시스템보다는 인간 으로

해소한다

31.귀하께서는 경찰의 조직문화를 종합 으로 평가해 볼 때 얼마나 만

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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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무만족(설문 상 : 국 경찰 원)

1.다음은 인사․성과 리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1)내가 속한 조직의 인사고과 평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내가 속한 조직의 승진 제도는 합리 으로 운 되고 있다

(3)내가 속한 조직의 업무성과평가는 조직기여도와 성과에 따라 공정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내가 속한 조직은 성과 과 포상을 정하게 지 하고 있다

(5)내가 속한 조직은 나의 성,업무성과,능력을 고려하여 정하게 

인사배치( 보)를 하고 있다

(6) 반 으로 내가 속한 조직의 ‘인사․성과 리 분야’에 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다음은 근무환경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1)나의 재 업무량은 정하다

(2)업무에 필요한 장비(피복,장구,차량,사무기기 등)가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

(3)내가 속한 조직은 원활한 업무수행에 합한 사무환경(사무공간의 

배치,쾌 성 등 물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4) 반 으로 내가 속한 조직의 ‘근무환경 분야’에 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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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음은 내부 의사소통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1)내가 속한 부서는 상사․동료․부하직원간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

하다

(2)내가 속한 부서는 업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수행되고 있다

(3)타 부서와 업무수행에 한 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4)나는 조직운  반에 한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다

(5) 반 으로 내가 속한 조직의 ‘내부의사소통 분야’에 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다음은 후생복리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1)내가 받는 보수는 재 나의 업무(업무량,난이도,강도 등) 비 

당한 수 이다

(2)나는 정규근무시간 외 수행하는 업무에 해 수당 등 한 보상을

받고 있다

(3)복리후생 시설(수련원,체력단련장 등)이 잘 조성되어 있다

(4)복리후생 제도  로그램(맞춤형복지제도,학자  보조,의료지원 등)

이 잘 마련되어 있다

(5) 반 으로 ‘후생복리 분야’에 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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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음은 조직․직무몰입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1)내가 속한 조직내 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나는 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3)내가 속한 조직은 구성원간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4)내가 속한 부서(팀)는 나를 신뢰하고 팀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5)나는 경찰 이라는 직업에 해 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6) 반 으로 내가 속한 조직의 ‘조직․직무몰입 분야’에 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6.다음은 조직운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1)내가 속한 서의 장은 조직의 발 을 해 극 으로 노력하고 

있다

(2)나는 내가 속한 서의 장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

(3)내가 속한 조직은 업무처리 차가 합리 으로 운 되고 있다

(4)내가 속한 조직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창의  제안 등)와

변화를 극 으로 수용하고 있다

(5)내가 속한 조직은 연령,학연,지연,성별 등에 계없이 공정하게 

직원들을 우하고 있다

(6) 반 으로 내가 속한 조직의 ‘조직운  분야’에 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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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음은 교육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1)내가 속한 조직은 직무수행  자기계발을 해 필요한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2)내가 속한 조직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

(3)내가 속한 조직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자기계발,소양함양에 도움이 

된다

(4)내가 속한 조직은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5) 반 으로 내가 속한 조직의 ‘교육 분야’에 해 얼마나 만족하십

니까?

8.종합 만족도

지 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해 볼 때 직무에 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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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안고객만족(설문 상 :치안서비스 국민)

1)민원분야

차 원 항 목 문 항

업무처리

과정

응성

1.민원업무 처리 차가 간편했다

2.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다

지원성
3.서류작성  민원업무 처리 차에 한 안내가 

잘 되어 있었다.

응 태도

공감성

4.담당 경찰 의 응 태도가 친 했다.

5.담당 경찰 이 민원에 해 성의있게 처리해 

주었다.

청렴성
6.담당 경찰 이 객 인 기 이나 차에 따라 

청렴하게 처리했다

서비스 

품질

편익성

7.요청한 민원이 잘 처리되었다

8.민원업무 처리과정  결과에 한 설명을 

잘 해주었다

문성 9.담당 경찰 의 민원업무 처리가 문 이었다

공정성
10.담당 경찰 이 규정을 수하여 민원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 다

서비스 

환경

쾌 성 11.민원을 처리한 사무실 환경이 쾌 하 다

편리성

12.민원처리를 한 사무실을 찾기가 쉬웠다

13.주차장,화장실,자판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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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구 (112신고처리)분야

차 원 항 목 문 항

업무처리

과정

응성

1.신고 후 장 도착까지의 소요시간이 했다

2. 장 사건 처리가 신속했다

지원성 3. 장 사건 처리가 했다

응 태도

공감성 4.담당 경찰 의 응 태도가 친 했다.

존 성

5.담당 경찰 이 사건에 해 성의있게 처리해 

주었다

6.담당 경찰 은 사건 처리시 강압 으로 하지 

않고,인격을 존 해 주었다.

청렴성
7.담당 경찰 이 객 인 기 이나 차에 따라 

청렴하게 처리했다

서비스 

품질

편익성 8.사건 처리과정에 한 설명을 잘 해주었다

문성 9.담당 경찰 의 사건 처리가 문 이었다

공정성
10.담당 경찰 이 규정을 수하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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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분야

차 원 항 목 문 항

업무처리

과정

응성

1.교통사고 처리 차가 간편했다

2.교통사고 처리가 신속하 다

지원성
3.서류작성  교통사고 처리 차에 한 안내가 

잘 되어 있었다.

응 태도

공감성 4.담당 경찰 의 응 태도가 친 했다.

존 성

5.담당 경찰 이 민원에 해 성의있게 처리해 

주었다.

6.담당 경찰 은 교통사고 처리시 강압 으로 

하지 않고,인격을 존 해 주었다

청렴성
7.담당 경찰 이 객 인 기 이나 차에 따라 

청렴하게 처리했다

서비스 

품질

편익성
8.교통사고 처리과정  결과에 한 설명을 

잘 해주었다

문성 9.담당 경찰 의 교통사고 처리가 문 이었다

공정성
10.담당 경찰 이 규정을 수하여 교통사고를

공정하게 처리하 다

서비스 

환경
편리성

11. 기 장소가 잘 마련되어 있었다

12.교통사고처리를 한 사무실을 찾기가 쉬웠다

13.주차장,화장실,자판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 다.



-92-

4)수사/형사분야

차 원 항 목 문 항

업무처리

과정

응성

1.출석하기로 한 일시에 사건 담당자를 만나기가 

용이했다

2.사건 처리 차가 간편했다

3.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었다

지원성
4.서류작성  사건 처리 차에 한 안내가 잘 

되어 있었다.

응 태도

공감성 5.담당 경찰 의 응 태도가 친 했다.

존 성

6.담당 경찰 이 사건에 해 성의있게 처리해 

주었다.

7.담당 경찰 은 사건처리시 강압 으로 하지 

않고,인격을 존 해 주었다

청렴성
8.담당 경찰 이 객 인 기 이나 차에 따라 

청렴하게 처리했다

서비스 

품질

편익성

9.사건 처리과정  결과에 한 설명을 잘 해주

었다

10. 간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에 한 통지를 잘

해주었다.

문성 11.담당 경찰 의 사건처리가 문 이었다

공정성
12.담당 경찰 이 규정을 수하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 다

서비스 

환경
편리성

13. 기 장소가 잘 마련되어 있었다

14.사건처리를 한 사무실을 찾기가 쉬웠다

15.주차장,화장실,자판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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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aboutRelationship

BetweenPoliceOrganizational

CultureAndJobSatisfaction

andCustomerSatisfaction

-WithallPoliceStationsinKoreanationwide-

Han,Seungil

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Despitetheimportanceoforganizationalcultureforpolice,the

studiesaboutithasn'tbeenaccomplishedinpoliceorganizationless

thanexpected.Thepurposeofthisstudywastofindthecorrelations

betweenorganizationalcultureandjob-customersatisfactionandto

suggestthedesirablecultureforpoliceorganization.

The first part of propositions was suggested that police

organizationalculturewouldbeshowedsignificantchangeastimes

goesby.Thesecondpartofpropositionswassuggestedthatinternal

orientedculturewouldaffectpositivelycustomersatisfactionandjob

satisfaction would mediate this relationship.The third pa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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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wasthatexternalorientedculturewouldaffectbothjob

satisfactionandcustomersatisfaction.

Thehypothesesweretestedquantitativelyusingsurveydateabout

organizationalculture,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whichwascollectedbycustomersatisfactioncenterinKNPA since

2009.Thisindividual-leveldatawasaggregatedbyeach244police

stationgroup.

Itwasfoundthatorganizationalculturehasatendencytochange

through thetime.Afterexamining thethreeorganizationalculture

datasetsmeasuredatintervalsof1or2years,itappearedthatboth

internal-externalculture have been changing through time.This

meansthatorganizationalculturecouldchange,even though there

wassomelimitationsonthenumberofdataset.

Secondly,itwasfound thatinternaloriented culturepositively

affectedthejobsatisfaction,andjobsatisfactionpositivelyaffected

thecustomersatisfaction.In addition,themediating effectofjob

satisfaction between internal oriented culture and customer

satisfaction wasverified.Thismeansthatboth thegoalsof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could be achieved through

enhancinginternalorientedculture.

The proposition thatexternaloriented culture would positively

affectthejob satisfaction wasnotsupported,with controlling the

effectofinternaloriented culturetoward job satisfaction.Another

propositionthatexternalorientedculturewouldpositivelyaffectthe

customersatisfactionwassupported.



-95-

Finally, serveral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oftheseresearchfindingwerediscussed.Basedonthe

limitationsofthisresearch,severaldirectionsforthefutureresearch

werealsosuggested.

keywords:police,organizationalculture,jobsatisfaction,

customersatisfaction,inner-oriented,outer-oriented

StudentNumber:2011-2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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