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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경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레드테이프가 조직효과성에 영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동안 레드테이프

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관리자들의 인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직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배제한 편향된 연구라는 비판

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레드테이

프 연구를 진행하였다.

레드테이프는 번거로운 규정 또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경찰은 형사사

법기관 중 하나로서 절차 준수 여부가 업무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레드테이프가 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직효과성은 조직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효과성의 지표

들로 직무소외와 직무만족을 측정하였다. 직무소외는 직업에서 심리적으

로 이탈된 인지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직무소외가 발생하면 근무 의욕을

상실하고 소극적ㆍ형식적 근무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직무만족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근로

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라고 규정하였다. 경찰공무원

에게 직무소외가 발생하고 직무만족이 낮아지면 치안서비스의 질적 저

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레드테이프가 직무소외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독립변수에는 레드테이프와 함께 집권화, 공식화를 추가했는데, 집권

화, 공식화는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들로써 직무소외ㆍ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공식화는 레드테이프와 비교ㆍ구분되

는 개념으로, 직무소외ㆍ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공식화가 직무소외ㆍ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각 변수별 설문 문항들을

연구에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작성된 설문은 경찰 실무 교육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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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전국 경찰관들 400명에게 배포되어 그 중 유효한

응답 294부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설문 문항에 타당도와 신뢰

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든 독립변수들이 직무소외ㆍ직무만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무소외는 집권화, 레드

테이프와 정(+)의 관계, 공식화와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직무만족

은 이와 반대로 집권화, 레드테이프와 부(-)의 관계, 공식화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 연구를 통해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소외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권화 수준을 낮추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재

량권을 주어야 한다고 보인다. 설문 결과,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자신이

속한 부서의 집권화 수준이 보통보다 낮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조직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인다.

또한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려

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과 업무 지침을 정해 공식화를 높여야 조

직효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규정과 절차가 지나치

게 번거롭거나 복잡하여 레드테이프로 이어진다면 직무소외가 높아지고

직무만족이 낮아지므로 규정과 절차를 만들 때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고 보인다.

한편, 수사ㆍ형사과, 경비과 근무자들은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경비부서는 순번에 따라

근무자들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ㆍ형사

과의 직무소외를 낮추기 위한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주요어 : 레드테이프, 집권화, 공식화, 직무소외, 직무만족

학 번 : 2014-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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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Rainey and Steinbaur(1999)는 공공조직이 비효율적이라는 기존 인식

을 비판하고, 공공조직도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우리나

라 정부는 공공정보를 공유·개방하고 부처 간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패러다임을 제시해 효율적이고 일 잘

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조직에서 규칙은 업무수행의 근거가 되므로(Dehart-

Davis et al. 2014), 공공조직이 효율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조직

에 비해 규칙과 절차의 제약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다(Buchanan 1975).

공공조직은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고, 업무 범위 또한 법률 등 규칙에 의

해 정해진다. 이러한 규칙은 공공조직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

련된 것이지만, 규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Aiken and Hage 1966).

규칙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많이 언급되는 현상

이 레드테이프인데, Bozeman(2000)은 레드테이프가 조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담스러운 규정이나 절차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관료

제의 병리적 현상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그 동안 레드테이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 비

교(Baldwin 1990; Bozeman et al. 1992; Rainey et al. 1995, Pandey and

Kingsley 2000), 레드테이프와 조직 성과와의 관계(Brewer and Walker

2009)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레드테이프가 직무소외ㆍ직무만족 등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직무소외는 위축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이탈 또는 거리감을 의미하는 것으로(Pandey and Kingsley,

2000), 공무원의 직무소외 현상이 심화되면 소극적인 근무 태도로 국가

행정의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이 부서에서 이탈하려 할 뿐만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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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등 공공조직에서 이탈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Aiken and Hage(1966)는 지나치게 규칙과 형식을 강조하면 직무소외

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레드테이프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측정하지 않았다. Dehart-Davis and Pandey(2005)는 레드테이프가 직무

소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관리자만을 대상으

로 레드테이프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레드테이프와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연구(서정욱 2012,

박성훈 2014), 레드테이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안병철 2009; 황창호

2015),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 비교 연구(함요상ㆍ안병철ㆍ한인섭ㆍ김

정렬. 2006), 정보통신기술이 레드테이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

종구ㆍ최윤정 2005, 안병철 2010) 등이 있었지만 레드테이프와 조직효과

성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Bozeman(2000)은 ‘인간에게는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손가락과 언어, 그

리고 레드테이프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언급하여 레드테이프가 사회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였는데, 레드테이프가

직무소외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직무소외를 낮추고 직무만

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레드테이프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와 관련된 집권화, 공식화 수준

또한 직무소외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

(Dehart-Davis and Pandey 2005). Kanungo(1979)는 개인에게 주어진

자율성과 권한이 직무소외에 영향을 주는데, 집권화 수준이 높아지면 자

율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직무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Organ and Greene(1981)은 공식화도 자율성을 줄여 직무소외를 발생

시킨다고 주장한 반면, Michaels et al.(1988)은 공식화가 목표모호성을

줄여 직무소외를 낮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식화가 직무소외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반되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공식화와 직

무소외 간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드테이프와 함께 집권화ㆍ공식화가 직무소외

및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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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선정하였다. 경찰의 공권력 행

사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업무에는 법적 근

거가 강조되고 규칙과 절차가 중요시된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부터 경찰

청 내부 매뉴얼까지 경찰관의 업무 재량을 통제하는 규정들은 매우 많

다. 경찰 업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 많은 만큼, 번거로운 규정과 절차를

의미하는 레드테이프 또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 범위가 매우 넓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부서들이 존

재하기 때문에 부서 특성 및 담당 업무에 따라 레드테이프ㆍ집권화ㆍ공

식화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경찰 조직이 레드

테이프 연구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보인다.

특히, 경찰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

에게 발생하는 직무소외 및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 중요성이 강조된다.

국민과 수시로 접촉ㆍ소통하며 한편으로는 업무 처리에 공정성을 유지

해야 하는 경찰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 공무원에게 직무소외가 발생하

고 직무만족이 낮으면 소극적ㆍ형식적 근무로 인한 치안 공백 및 인력

유출로 조직 역량이 약화되는 등 국민에게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DeHart-Davis(2008)는 지금까지 레드테이프 연구가 주로 관리자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조직 구성원의 대부분을

배제한 것이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관리자들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하

더라도, 관리자들만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편향된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

들에게서도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경위 이하 경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레드테이프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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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기 때문에, 경찰 실무자들에게 발생하는 레드테이프에 대하여 몇 가

지 예시를 들고자 한다.

지구대에서는 112신고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근

무를 하게 되는데, 특히 야간시간에 신고가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경찰에

게 신속한 업무 처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보고서와 체

크리스트, 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데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피혐의자 관리, 피해자 보호조치 등 신경 써야 할 업무

가 많은 상태에서 1시간가량 병행되는 서류작업은 실무자들에게 부담스

러운 절차일 수 있다.

물론 위 서류작업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보호수단(Kaufman, 1979)일

수 있지만,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지역경찰이 사건을 맞닥뜨릴 때마

다 약 1시간씩 서류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레드테이프로 인식될 수 있

고,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건 해결을 미루는 등 소극적 근무 태

도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직무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

위 사례가 절차에 대한 것이라면, 업무지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더 들

고자 한다. 경찰 조직에는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찰관뿐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하는 의경도 있다. 의경이 복무 중 다

치거나 평소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밀신체검사를 받아 복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예약하는 데 한 달이 걸리고, 검사 후 결

과가 통보되기까지 2달가량 소요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 결과가 ‘재

검사’인 경우가 있고, 다시 한 달을 기다려 신체검사 날짜를 예약하는 과

정을 반복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담당 경찰관은 해당 의경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부대 내 갈등을 조정해야 하며 지속적인 면담 등 업무 부담 또한

가중된다. 이러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지

면서, 경찰관의 직무만족이 저하되고 직무소외가 나타날 수 있다.

위에서 든 두 예시는 레드테이프가 관리자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겪

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그 동안 레드테이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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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들이 관리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향되었다는

DeHart-Davis(2008)의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경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레드테이프를 측

정하고, 직무소외 및 직무만족과의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겪는 소외를 낮추고 만족감을 높임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 자

세를 견지하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치안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

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레드테이프ㆍ집권화ㆍ공식화가 직무소외 및 직무만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헌연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을 만들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후 연구모형에 맞는 설문지를 구성하여

경찰교육원에 설문지 400부를 우편으로 보내 직무교육을 수강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신된 설문지 354부 중 결측값이 있는 설문, 중복 응답이 있는 설문,

지나치게 성의 없이 응답한 설문 등을 제외하고 남은 294부로 통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2.0을 활용하였으며, 요인분

석, 신뢰도분석을 통해 설문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으로 각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상관관

계 분석으로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

였으며,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들에 영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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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제 1 절 레드테이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레드테이프의 정의

관료제는 사회에 널리 퍼져 있어 관료제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

들 정도이지만,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통제성 때문에 관료제가 부정

적으로 여겨진다(Bozeman, 2000). 관료제가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음에도 부정적으로 여겨진다면 잘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경멸될 수도

있는데, 관료제의 대표적 병리 현상이 레드테이프이다(Bozeman, 2000).

레드테이프에 관한 논의는 Merton(1940)이 조직의 규정에 대하여 언

급한 것이 단초가 되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Bozeman, 2000).

Merton(1940)은 규정을 만드는 것이 조직 관리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했

지만, 규정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목적 전치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고,

특수한 사안에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비효율을 낳는다고 하였다.

이후 Buchanan(1975)이 공공-민간 레드테이프 수준을 비교한 연구에

서부터 레드테이프에 관한 실증 연구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

서는 규정과 절차에 관한 25개의 항목으로 레드테이프를 조작화 했을

뿐 레드테이프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Pandey and Scott,

2002). Kaufman(1977) 또한 레드테이프에 관한 저명한 저서를 남겼지만,

그의 연구에서도 레드테이프에 대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다(Bozeman,

2000).

레드테이프는 불필요하고 짜증을 유발하는 절차로 묘사되고는 했는데,

논의 초기에 내려진 정의는 다음과 같다. Goodsell(1983)은 ‘규칙과 절차

등으로 인한 제약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와 번거로

움’이 레드테이프라고 하였다. Rosenfeld(1984)는 레드테이프를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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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행과 관련하여 과도하고 보편적이지 않으며 무의미한 가이드라인,

절차, 형식’이라고 규정하였다.

Bozeman(1993)은 공식화와 레드테이프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며, 중립

적인 개념인 공식화와 달리 레드테이프에는 부정적 의미만 부여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레드테이프를 ‘조직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기능

적 목표에 아무런 효능이 없지만 따라야 하는 규정과 절차’라고 규정하

였다. 이후 Bozeman(2000)은 위 정의를 정리해 ‘조직 성과에 부정적 영

향을 주는 부담스러운 행정 규칙과 절차”라고 정의하였다.

Bozeman(2000)은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에 따라 레드테이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 레드테이프(stakeholder red tape)’라는 개념을 제

시하였고, 이를 ‘특정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목표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담스러운 규정’이라고 정의하였다.

2. 레드테이프의 발생원인

Bozeman(2000)은 레드테이프를 발생 원인에 따라 규칙발생적 레드테

이프(rule-inception red tape)와 규칙진화적 레드테이프(rule-evolved

red tape)로 구분했다(안병철, 2010). 규칙발생적 레드테이프는 만들어질

때부터 비효율적인 규칙을 의미하는데, 규칙발생적 레드테이프가 발생하

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제시된다.

먼저, 규정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inadequate comprehension)이다. 규

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에 대하여 불충분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레드

테이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력 강화를 위한 기능

(self-aggrandization)인데, 규정이 조직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한 사람이나 집단의 권한 확대를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세 번

째는 부정적 총합(negative sum compromise)이다. 규정을 정할 때 다양

한 기능들을 지나치게 고려해 절충하게 되면 기능들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과도한 통제(overcontrol)이다.

이는 규칙발생적 레드테이프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관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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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통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모든 변수들을 규칙으로 통제하

려 하는 경우 불필요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절차의 부

정적 총합(negative sum process)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

하여, 이해관계가 전혀 없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규정을 만드

는 데 참여하게 되면, 불필요한 규정이 나올 수 있다.

한편, 효율적으로 작동하던 규칙이 변화하여 레드테이프가 되기도 하

는데, Bozeman(2000)은 이것이 ‘조직 유령(organizational phantoms)’과

‘조직 엔트로피(organizational entrophy)’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조직 유령’은 조직 내에 규정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규정만 남

겨진 경우이며, ‘조직 엔트로피’는 조직 시스템 안에 망가지거나 해체되

는 경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Bozeman(2000)은 구체적으로 6가지

상황에서 규칙진화적 레드테이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먼저, 규칙 표류(rule drift)이다. 이는 ‘조직 유령’과 관계가 깊은데, 규

칙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는데도 조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규칙이 만

들어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없애지 않고 관습적으로 따라 레드

테이프가 된다. 두 번째는 이행 과정에서 변화(implementation change)

이다. 규정 자체는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현실은 복

잡한 경우에 규정을 점점 엄격하게 해석해서 적용해 레드테이프로 변하

게 된다. 세 번째는 기능 목표의 변화(change in the functional object)

이다. 조직의 기능적 목표가 변화했는데도 규칙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레드테이프가 된다. 네 번째는 환경의 변화(change in the rule’s

ecology)이다. 정보통신기술 등 환경이 변화한 경우 서면 작업을 요구하

는 등의 기존 규칙은 레드테이프가 된다. 다섯 번째로 규칙 부담(rule

strain)이 있는데, 필요한 규칙들이라고 하더라도 규칙들이 너무 많아 조

직 구성원들이 따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 레드테이프가 된다. 마

지막으로 규칙 대립(rule incompatibility)이 있다. 효율적인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규칙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레드테이프가 된다.

하지만 민간조직보다 특히 공공조직에서 레드테이프가 많이 발생하는

데, 그 이유에 대하여 Kaufman(1977)은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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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공정성을 확보하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공조직에서 레드테이

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레드테이프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해 필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

지만 어느 정도까지 줄일지는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Rainey et al.(1995)는 공공조직에서 레드테이프가 발생하는 원인을 목

표모호성 가설(Goal Ambiguity Hypothesis), 권한 불안감 가설

(Insecurity Hypothesis), 성과기대 가설(Expectancy Hypothesis) 등 세

가지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목표 모호성 가설은 공공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에 레드테

이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처럼 물건을 팔아 수익

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이 성과를 확인하

기 어렵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

공조직 관리자들은 과도한 규정과 절차들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따르라

고 지시함으로써 레드테이프가 발생한다.

두 번째로 권한 불안감 가설은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

진 권한이 정치적 개입이나 노동조합, 이익집단 등에 의하여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불안감을 느끼고 부하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정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성과기대 가설은 공공기관 관리자들이 업무수행에 대한 보

상 기대로써 레드테이프를 만든다는 것이다. 민간조직에서는 업무수행에

대하여 경제적 이윤을 더 얻을 수 있다는 보상 기대가 있지만, 공공조직

에서는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권한, 예

산 확대, 인원 확충 등 다른 보상을 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

감, 인원 감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레드테이프를 만든다

고 한다.

공공조직에서 레드테이프가 발생하는 이유를 제시한 다른 연구들로는,

공공관리자가 조직 관리를 통해 추가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얻지 않기

때문에 레드테이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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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는 재산권(property rights) 이론(Pandey and Welch, 2005), 조직

이 만들어진 이후 규정들이 점차 정교화 되다가 환경변화 또는 이전 규

정과 충돌하는 새로운 규정의 도입 등으로 인해 레드테이프가 발생하는

등 조직 생애 주기(organizational life cycle)가 레드테이프를 만들어낸다

는 주장 등이 있다(Scott and Pandey, 2000).

3. 레드테이프의 유형

레드테이프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학자들마

다 레드테이프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하였다(Feeney,

2012).

Baldwin(1990)은 레드테이프를 공식적 레드테이프ㆍ비공식적 레드테이

프ㆍ인사 레드테이프로 구분하였다. 공식적 레드테이프는 법률, 규칙, 규

제, 절차 등의 결과로 조직의 자유에 가해지는 제약을 의미하며, 기관 스

스로가 제약의 원인이 되는 내부적 레드테이프와 정부에 의해 제약을

받는 외부적 레드테이프로 나뉜다. Baldwin(1990)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

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을 분권화하면서 공식적 레드

테이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비공식적 레드테이프는 정당, 언론, 여론, 이익집단 등 중추적 정치 시

스템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제약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열린 정부

를 지향함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이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며,

이에 따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비공식적 압박 때문에 레드테이프가

발생하게 된다.

인사 레드테이프는 신규 직원 채용, 직원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레드

테이프를 의미하는데, 정치권이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 규정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조직이 가진 목표 모호성 때문에 성과평가 시 변화하는 환경과 관

련 없이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레드테이프가 발생한다.

Bozeman(1993)은 발생 원천과 영향에 따라 일반적 레드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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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red tape)ㆍ조직간 레드테이프(interorganizational red tape)ㆍ

외부 통제 레드테이프(external control red tape)ㆍ통과형 레드테이프

(pass-through red tape)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일반적 레드테이

프는 가장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개념으로, 레드테이프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고 외부 고객이나 기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 조직간 레드테이프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고 조직 내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이는 조직 내부의 규칙, 행정 절차 등에서 익숙하

게 발견된다. 세 번째로 외부 통제 레드테이프는 외부에서 발생하여 조

직 내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주로 상부 기관이 하부 기관에 통제를

강화하려 하는 경우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통과 레드테이프는 조직 외부

에서 발생해 조직 외부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로, 레드테이프가 조

직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통과해 외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Bozeman의 레드테이프 유형

일반적 레드테이프 통과형 레드테이프

조직간 레드테이프 외부 통제 레드테이프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레드테이프를 업무지연, 복잡한 절차, 과

다한 서류작업 등 3가지로 구분하거나(안병철 2009; 안병철 2010), 업무

지연, 복잡한 절차, 과다한 서류작업, 지나친 위계화 등 4가지로 구분(서

정욱, 2012)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존 연구의 레드테이프 구분을 따랐다. 하

<발생원인> 
내부적 외부적

내부적

<영향>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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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집권화와 공식화를 별개의 변수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집권화

와 관련 있는 지나친 위계화 및 공식화와 관련 있는 과다한 서류작업을

제외하고 업무지연과 복잡한 절차만을 이용하여 레드테이프 연구를 진

행하였다.

또한 레드테이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일반 문항으로 전반적인 레드

테이프 수준을 물어 연구를 진행했으므로(Rainey et al. 1995; Pandey

and Kinglsey 2000; Pandey and Scott 2002; DeHart- Davis and

Pandey 2005), 이번 연구에서도 일반 문항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편의상 이후 논의부터는 전반적인 레드테이프 수준을 묻는 일반 문

항은 ‘레드테이프Ⅰ’로, 업무지연과 복잡한 절차를 이용하여 측정한 레드

테이프 문항은 ‘레드테이프 Ⅱ’로 표기하였다.

4. 공식화와의 구별

Bozeman and Scott(1996)은 많은 연구들이 레드테이프를 공식화와 관

련해 정의하고, 두 개념을 부주의하게 혼용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된다

고 비판하며, 레드테이프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Bozeman and Scott(1996)은 이전까지 레드테이프에 대한 연구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경험이라는 ‘말’ 앞에 규범이라는 ‘마차’를 두는 경향이

있었으며, 레드테이프 연구들이 공식화의 개념을 차용할 뿐 이들을 구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레드테이프와

공식화를 구분하는 데 의학적 은유를 사용하여, 공식화가 생리학이라면

레드테이프는 병리학이라고 언급하였다. 공식화는 규칙이나 절차 등의

수준이 높든 낮든 그 자체만으로 나쁘다고 평가될 수는 없기 때문에 중

립적이므로 생리학에 비유될 수 있으며, 레드테이프는 개념 자체에 부정

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병리학에 비유된다는 것이다.

사실 기존 연구들 중에는 레드테이프에 등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하기

도 했다. 일례로 Kaufman(1977)이 “한 사람에게 레드테이프인 것이 다

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보호막”이라는 언급한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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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oodsell(1994)은 레드테이프가 절차적 보호막(safeguards)을 형성

해 책임성, 예측 가능성, 공정성 있는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민

주적,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였다(Bozeman,

2000).

이에 대하여 Bozeman and Scott(1996)은 위 Kaufman(1977)이 ‘소중

한 보호막’이라고 언급한 좋은 레드테이프는 레드테이프가 아니라, 귀찮

기는 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높은 공식화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Bozeman and Scott(1996)은 Goodsell(1994)의 주장에 대해

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거나 민주적 가치를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면 그것

은 레드테이프가 아니라 공식화라고 하였다.

DeHart-Davis(2008) 또한 공식화와 레드테이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식화를 ‘기록으로 남겨진 규칙과 절차’로, 레드테

이프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명문화된 규칙과 절차’로 구분했다. 또한

기존 공식화에 대한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공식화를 정

확히 측정하지 못하였거나 공식화와 레드테이프를 구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레드테이프 연구에서 공식화와 레드테이프가 구분되도록 측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레드테이프가 공식화와 구분되

지 못한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공식화와 레드테이프를 별개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

으므로, 두 변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 문항을 구성하면서, 공식화는 문서화 정도를 묻

는 문항으로, 레드테이프는 규칙과 절차로 인한 번거로움과 업무지연을

붇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두 개념이 구분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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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집권화ㆍ공식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집권화

집권화는 조직 구조의 특성 중 하나로,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Aiken and Hage, 1966). Pugh et al.(1963)은

집권화를 조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위치라고 규정하였다.

즉 의사결정권한이 조직 상층부의 특정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집권

화 수준이 높고, 의사결정권한이 조직 중간 또는 하위 계층에 부분적으

로 위임되어 있으면 집권화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채리, 2012).

Aiken and Hage(1966)는 집권화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첫

째는 조직원들에게 부여된 업무가 상급자의 감시를 받지 않고 얼마나

자유롭게 수행되는지를 나타내는 권한 계층(hierarchy of authority) 정

도이고, 둘째는 전체 조직의 목표나 정책 수립에 조직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참여 정도(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이다.

또한 Aiken and Hage(1966)는 위에서 제시한 집권화의 두 가지 측면

을 이용하여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해당 문항들은 이후 진행된 집

권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 기초를 제공하였다(채리, 2012).

집권화가 높아지면 근무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나 업무 재량을 제한함

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Aiken and Hage, 1966). Pearlin(1962)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권한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되는 경우 소

외가 나타난다고 하였고, Blauner(1964)는 근로조건을 바꿀 권한이 적은

근로자들이 무기력함을 강하게 느낀다고 하여 집권화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2. 공식화

공식화에 대한 연구는 레드테이프에 대한 연구보다 더 풍부하고 발전

되어 있는데(Bozeman and Scott, 1996), 공식화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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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Aiken and Hage(1966)는 공식화를 업무 표준화 정도 및 이로부터의

일탈이 허용되는 정도라고 규정하였다. Organ and Greene(1981)는 행정

적 규정과 절차로 인해 직무 활동이 통제받는 것이 공식화라고 하였다.

위 두 정의는 공식화를 문서화 정도 및 그로 인한 통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라보았다.

Aiken and Hage(1966)는 공식화의 두 하위개념으로 직무 표준화(Job

Codification)와 규정 감시(Rule Observation)를 제시하였다. 직무 표준화

는 조직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및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개인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을 의미하고, 규정 감시

는 직무 표준화에 의해 형성된 기준을 근로자들이 잘 따르는지 감시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두 하위개념 모두 공식화에 문서화 정도 및 그

로 인한 통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House and Rizzo(1972)는 공식화를 표준 업무, 정책, 직위에 따

른 책임 등이 명시적으로 형식화된 정도로 정의하였고, Pugh et

al.(1968)은 공식화를 규칙, 절차, 의사소통 등이 기록으로 남겨진 정도라

고 규정하였다. 이들은 공식화가 문서 또는 기록으로 명확히 표현된 정

도라고 규정할 뿐, 그로 인한 통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에

서도 공식화에 통제는 포함하지 않고 문서화 정도만을 측정하였다.

공식화가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DeHart-Davis, 2008). 긍정적 영향은 공식화가 역

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한다(Jackson and

Schuler, 1985)는 것이고, 부정적 영향은 공식화로 인해 감독자들이 근무

자들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을 요구하게 된

다는 것(Agarwal, 1993)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DeHart-Davis(2008)는 위 상반된 연구 결과가 레

드테이프에 관한 논의가 발전되기 전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

고,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조직 관리는 ‘일어설 다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며 공식화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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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직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조직효과성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최도림, 권향원, 박정민 2016), 조직목표 달성도를

의미한다는 점에 대부분 이의가 없다(민진, 2003).

이 때, 조직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접근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

는데, 분명하고 측정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달성개념관’, 조직의 존

속과 유지를 목표로 인식하는 ‘체제개념관’, ‘내ㆍ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만족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이해관계개념관’으로 구분된다

(박용성, 이근주, 최정우 2014). 민진(2003)은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통합

하여 조직효과성을 ‘체제로서 조직의 능력을 활용하여 조직의 합의된 목

표를 달성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 방식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 내 갈등 수

준, 충성심, 자원획득정도, 조직시민행동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

였다(민진, 2003). 이는 ‘인식변화-행태변화-효과변화-성과변화’의 연쇄적

논리고리를 바탕으롤 하는 것이다(최도림, 권향원, 박정민 2016).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직무소외와 직무만족을 조직효과성의 하위변수로 선정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직무소외

가. 직무소외의 개념

직무소외에 대한 논의는 산업 사회에서 노동자가 통제할 수 없는 업

무 절차에 적응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노동자의 정신을 해치게 된다는

Marx의 주장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Erikson, 1986).

Marx는 자발성이 결여된 결과로 직업이 근로자의 내재적 본성이 아닌

외부에 존재하는 상태를 소외라고 하였는데(Gerth and Mills, 194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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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기만 할 뿐, 자본

을 가질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공장 또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생

산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였다(Blauner, 1964).

Weber는 Marx와 유사한 시각에서, 개인의 자율성, 권한, 성취감 등의

욕구가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 소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Marx

가 제시한 노동자 계급의 소외는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소외 중 일

부분이라고 하며 군인, 과학자, 공무원 등 누구나 소외를 겪는다고 하였

다(Kanungo, 1979).

Blauner(1964)도 자본주의 자체보다 기술이나 분업정도 등 환경적 요

인으로 인해 직무소외가 나타난다며 Marx의 소외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

였고, 한 공장 내에서도 부서에 따라 직무 소외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Blauner(1964)는 직무 소외를 일으키는 요인들 중 하나

로 관료제를 언급하며, 전통적 산업은 관습이나 노동자들 간 유대관계

의존한 반면, 관료제 구조 하에서는 공식화된 규정과 절차가 개인의 판

단과 재량을 대체하면서 직무 소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Marx 이후 소외에 관한 이론 전개가 활발히 진행되다가, Seeman이

현대적 견해에서 Marx의 소외 개념을 재조명하여 이론적 통합성을 회복

시켰다(박한호, 2012). Seeman(1959)은 소외가 모든 분야에서 분석 대상

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소외 개념을 무기력감

(powerlessness), 무의미함(meaninglessness), 무규범(normlessness), 고

립(isolation), 자기소외(self-estrangement)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석

하였다.

무기력감(powerlessness)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에 관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무의미함(meaninglessness)은 직

업의 분화로 인해 자신이 맡은 업무와 전체 시스템 간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

한다. 무규범(normlessness)은 Durkheim의 ‘아노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전까지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규범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개인의 규범과 사회의 규범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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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또한 ‘아노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목표나 신념 등에 낮은 가치를 매기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기소원감

(self-estrangement)은 직업 내부적인 요소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돈이나 안정성 등 외적인 요소만을 추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Seeman(1959)의 5가지 분류는 소외에 관한 다른 연구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Blauner(1964)는 Seeman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소외가 아닌

4가지 상태를 권한(control), 목적(purpose),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자기몰입(self-involvement) 으로 구분하였고, 위 4가지가 결

핍된 상태가 소외라고 규정하며 무기력감, 무의미함, 고립, 자기소원감

등 소외에 4가지 차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후 많은 연구들이

Seeman(1959)의 소외 개념에 입각해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Blauner

1964; Bonjean and Grimes 1970; Sarros et al. 2002; 박한호 2012).

하지만 Kanungo(1979)는 Seeman의 분류가 소외의 선행조건과 결과에

대한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아노미로 인한 무

규범(normlessness)과 고립(isolation)은 소외를 유발하는 선행조건일 뿐,

소외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없다. 무기력감(powerlessness)과 무의미함

(meaninglessness) 또한 소외를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하므로 소외와 동

일시될 수 없으며, 오로지 자기소원감(self- estrangement)만이 소외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Kanungo(1979)는 ‘직업이 개인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이라고 인식되어 직업에서 심리적으로 이탈된 인지적 상태’를 직무소외

라고 규정하며, 직무소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나 그 결과를 직무소외

와 혼동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논의의 진행 과정을 보았을 때, Kanungo(1979)가 제시한

직무소외 개념은 소외의 선행조건이나 결과와 구분하여 자기소원감에서

비롯된 직무소외 자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직무소외를 가장 설득력 있

게 정의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Kanungo(1979)가 제

시한 직무소외의 정의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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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소외의 측정

Marx가 제시한 소외 개념의 규범적인 특성 때문에 경험적 측정이 가

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소외는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잠재적 상태

간 차이를 의미하고, 미래의 잠재적 상태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외

가 단지 규범적이고 비과학적인 개념이며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보일 수 있다(Archibald, 1976).

하지만 Marx는 ‘공산당 선언(2014)’에서 노동자 계급의 소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노동자 계급은 일거리를 찾을 때만 생존할 수 있으며, 그들의 노동이 자본을

증가시킬 때에만 일거리를 찾을 수 있다. 스스로를 조각조각 팔아야 하는 노

동자들은 상거래의 품목과 같은 상품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시장의 변동에 따

른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광범위한 기계의 사용과 분업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의 노동은 개별적 성격을 잃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일꾼으로서의 매력을 상실

했다.

위 문장에서 Marx는 개인이 자본주의 사회에 복종하는 것을 비판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

고 있다. 따라서 Marx의 소외 개념에 규범적, 기술적 측면이 모두 나타

나 있으므로 소외에 대한 계량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Archibald,

1976).

한편 Marx는 착취의 시각에서 소외를 규정해, 소외가 노동자 계급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석되므로 개인 수준의 연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된

다(Archibald, 1976).

하지만 Marx는 사회 구조적 조건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반응을 소외

의 징후로 언급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소외가 이분법적으로 구조적인 개

념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Archibald, 1976). Blauner(1964) 또한 직무 소

외를 객관적 현상으로서 소외와 주관적 경험으로서 소외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Kanungo(1979)는 소외를 측정할 때 방법론

적으로 집단적 경험보다는 개인적 단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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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las(1988)는 구조주의적 Marxism에는 객관주의적 편향이 내재되어

있어 노동자 개인의 주관적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관적 성

향을 위주로 직무 소외를 측정하는 것이 다소 편협해 보일 수 있지만

기존 Marxism을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Marx가 제시한 소외 개념이 규범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

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인식 차원에서 계량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직무소외에 관한 많은 연구들도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따

른 소외를 측정하여 진행(Vellas 1988; Pandey and Kingsley 2000;

Pandey and Welch 2005)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도 개인의 주관적 경험

을 묻는 설문으로 직무소외를 측정하였다.

한편, 최근 연구들 중에는 직무소외에 직무만족을 포함하거나 직무소

외와 직무만족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Pandey and

Kingsley(2000)는 직무소외를 거시 개념(Unbrella Concept)으로 보아 직

무동기, 직무만족 등이 직무소외와 겹치는 영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전의 연구(Miller 1967, Zeffane and Macdonald 1993)에서 직무소외를

측정한 항목들이 직무만족이나 직무동기를 측정하는 항목들과 유사하다

는 점, 심지어 Lefkowitz and Brigando(1980)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직무소외 간 차별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Pandey and

Kingsley, 2000).

DeHart-Davis and Pandey(2005) 역시 직무소외가 인접한 유사 구성

개념들과 함께 고려되었을 때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거시개념

(umbrella concept)이라고 하였고, 직무소외를 조직몰입(Organizatioanl

Commitment),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직무몰입(Job Involvement)의

세 가지 하위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비록 최근의 연구들이 직무소외에 직무만족 등 인접 개념들을 포함하

는 경향을 보이지만, 직무소외를 직무만족과 동일시하는 태도는 경계해

야 한다고 보인다. 직무소외가 부정적인 감정적 상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긍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직무만족과 연관될 수는 있지만, 직무만족이 직

무소외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Kanungo,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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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las(1988)는 직무소외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Marx의 이론에서 시작

하여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것으로 끝낸다고 비판하였고, Kanungo(1979)

는 직무소외가 낮고 직무만족이 높은 노동자라도 환경이 바뀌면 직무만

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고 하며 직무만족과 직무소외를 동일시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Kanungo(1979)가 주장한 것처럼 직무소외와

직무만족을 구분하는 한편, 직무소외를 거시개념(umbrella concept)으로

보아 유사 개념들과 함께 측정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직무만족을

별도의 조직효과성 변수로 추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직무만족

가. 직무만족의 개념

직무만족에 대한 논의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직내부의 인간

관계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진 호손(Hawthorne)연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서성택, 2013). 이후 직무만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학자들마다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신연주, 2016).

Hoppock(1977)은 “나의 직무에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심리ㆍ물리

ㆍ환경적 조합”이라고 정의하였고, Locke(1976)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

또는 직무 경험으로부터 얻는 기쁘거나 긍정적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였

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광호ㆍ김태일(2003)은 직무만족을 “조직성원이 자신

의 직무에 대하여 갖는 감정적 반응의 정서 상태”라고 하였고, 김지빈

(2010)은 “조직구성원의 주관적 평가에 근거한 태도 지수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하여 느끼는 전반적인 감정적ㆍ정서적 만족상태”, 정일

성(2011)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라

고 정의하는 등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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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체적인 개념정의는 다르더라도 ‘만족’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이고 다차원적인 감정이 반영된 정의를 내린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

는다(강현주ㆍ조상미, 2010). 이번 연구에서는 정일성(2011)에 따라, 직무

만족을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

다.

직무만족은 조직의 성과는 물론, 조직원의 결근 및 이직과 관련이 있

으며,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 육체적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Rainey, 2014). 따라서 낮은 직무만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조

직의 비용을 높이게 되므로, 직무만족이 조직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ainey, 2014).

나. 직무만족의 측정

직무만족의 정의가 연구마다 다르게 이루어진 것처럼 측정 방식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Rainey, 2014), 대체로

총체적 접근법, 단면 접근법 두 가지로 분류된다(정일성, 2011).

총체적 접근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즐거움, 흥미, 열정 등의 일반적 기

분 정도를 여러 문항에 걸쳐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합하거나 평균을

구하여 직무만족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Rainey, 2014).

단면 접근법은 직무와 관련된 특정한 다면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

는 방법이다(Rainey, 2014). 이 때,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개별 단면들

에 대한 만족도를 합산하거나 평균을 낸 것이 된다(정일성, 2011).

총체적 접근법으로 직무만족의 전반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설문

응답자 개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면만을 가지고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를 평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정일성, 2011), 이번 연구에서는 단

면 접근법에 따라 직무의 6가지 단면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직무만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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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레드테이프와 조직효과성 간 선행연구 검토

Aiken and Hage(1966)는 집권화ㆍ공식화가 직무소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집권화를 권위주의 체계(hierarcy of

authority), 의사결정 참여 정도(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두 가

지로 구분하였고, 공식화 또한 직무 표준화(job codification)와 규정 감

시(rule observation)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집권화 중 권위주

의 체계와 직무소외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의사결정

참여 정도는 높아질수록 직무소외가 낮아진다고 나타났다. 공식화에서는

직무 표준화와 규정 감시 두 가지 모두 높아질수록 직무소외가 높아진

다고 나타났다.

집권화와 직무소외에 대한 다른 연구로는 의사결정 참여 정도와 직무

소외 간 관계에 대해 연구한 Zeffane et al.(1993)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서 직무소

외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해당 연구에서 독립변수를 ‘집권

화’가 아닌 ‘의사결정에의 참여’라고 표현했지만, 본 연구에서 집권화를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권

화가 직무소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한편 공식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다양

하게 나타나고 일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Bozeman and

Scott, 1996). 공식화가 직무소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마찬가

지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Aiken and Hage(1966)는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소외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Bonjean and Grimes(1970)는 공식화가 직무

소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지 못했다. Michaels et al.(1988) 또한 공식화

가 직무소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지만 공

식화가 조직몰입을 높이고 역할 모호성을 제거함으로써 직무소외를 낮

춘다고 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식화가 직무소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였다. Podsakoff et al.(1986) 또한 공식화가 목표모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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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춤으로써 직무소외를 낮춘다고 주장하였다.

레드테이프가 직무소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Pandey and

Kingsley(2000)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레드테이프를 전체 레드테이프

수준을 측정하는 일반 문항과 인사 레드테이프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으

로 나누었고, 두 레드테이프 모두 직무소외를 높인다고 결론지었다. 하지

만 직무소외에 대한 문항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직무만족, 직무동기, 직

무몰입에 대한 5가지 설문으로 측정한 점이 아쉽다.

DeHart-Davis and Pandey(2005)는 레드테이프, 집권화, 공식화가 직

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레드테이프 수준이 강할수록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이 모두 낮아

진다고 하였다. 또한 공식화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고, 집권화

는 조직몰입ㆍ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레드테이프, 집권화, 공식화가 직

무소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

에서는 레드테이프가 직무소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

구를 찾기 어려웠다.

기존 직무소외, 직무만족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들은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직무소외감에 미치는 영향’(김주엽ㆍ이혜진, 2014), ‘체육전공

자의 전문성인식이 직무소외에 미치는 영향’(이상구, 2006) 등이 있었고,

특히 경찰을 대상으로 ‘성별직무분리가 직무소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한호, 2013)가 있었으나, 레드테이프가 직무소외,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드테이프에 관한 연구들도 주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레드테이프의 영향 요인에 대하여 논의할 뿐, 직무소외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경찰을 대

상으로 레드테이프 연구가 이루어졌지만(황창호, 2015), 레드테이프의 영

향요인에 관한 연구로, 레드테이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발견하였을 뿐, 레드테이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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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까지 국외 연구를 통해 알려진 레드테이프, 집권화, 공식화

와 직무소외, 직무만족 간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적용

되는지, 특히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업무의 중요한 요소인 경찰

조직에서 레드테이프가 직무소외,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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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레드테이프ㆍ집권화ㆍ공식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립변수는 레드테이프, 집권화, 공식화

로 설정하였다. 이 중 레드테이프는 전체 레드테이프 수준을 묻는 레드

테이프 Ⅰ, 업무지연과 절차의 복잡성을 묻는 레드테이프 Ⅱ로 구분하였

다. 종속변수는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직무소외와 직무만족으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인 성별, 나이, 계급, 최종학력, 근무

경력, 현 부서 근무 기간, 부서, 소속을 설정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표

현한 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레드테이프

• 레드테이프 Ⅰ

• 레드테이프 Ⅱ
→

조직효과성

• 직무소외

• 직무만족집권화

공식화

※ 통제변수 : 성별, 나이, 계급, 최종 학력, 근무 경력, 현 부서

근무 기간, 부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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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설정

위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에 따라, 레드테이프ㆍ집권화ㆍ공식화가 직무

소외ㆍ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 레드테이프와 직무소외ㆍ직무만족과의 관계

레드테이프는 자기 표현의 욕구와 책임감, 성취감 등을 억누르고

(Baldwin, 1990),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인해 공공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는 인식을 들게 할 수 있어(Dehart-Davis and Pandey 2005), 직무소외

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레드테이프와 직무만족 간 관계에 대하여, Dehart-Davis and

Pandey(2005)는 전체적인 레드테이프 수준을 묻는 일반 문항과 인사레

드테이프 수준을 묻는 문항 모두 직무만족을 낮추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전체 레드테이프 수준을 의미하는 레드테이

프Ⅰ과 업무지연과 절차의 복잡성을 묻는 레드테이프 Ⅱ 모두 직무소외

를 높이고 직무만족은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1-1 : 레드테이프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1-2 : 레드테이프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게 나타날 것

이다.

가설1-3 : 레드테이프Ⅱ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1-4 : 레드테이프Ⅱ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게 나타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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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권화와 직무소외ㆍ직무만족과의 관계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집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이 의

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직무소외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Blauner 1964; Aiken and Hage 1966; Zeffand and MacDonald 1993).

또한 Dehart-Davis and Pandey (2005)의 연구에서 집권화가 직무 만

족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집권화는 직

무소외를 높이고 직무만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2-1 : 집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2-2 : 집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다. 공식화와 직무소외ㆍ직무만족과의 관계

공식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업무의 문서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문서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무 소외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주장

과 직무 소외가 낮아진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DeHart-Davis(2008)는 공식화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이

루어지지 못했거나 레드테이프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해 결과가 상충

되었다며, 레드테이프가 직무소외를 증가시키는 반면 공식화는 직무소외

를 오히려 낮춘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식화를 통해 업무가 명확해지는 등 긍정적 기능이

있다는 주장(Michaels et al. 1988)에 따라 공식화 수준이 높아지면 직무

소외는 낮아지고 직무만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3-1 :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외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2 :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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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모든 변수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방

식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변수들은 아래와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

으며, 연구의 타당도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설문 문항을 이용하

되,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ㆍ변형하였다.

1. 종속변수

가. 직무소외

직무소외는 Kanungo(1979)가 정의한 ‘직업이 개인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되어 직업에서 심리적으로 이탈된 인지

적 상태’를 따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직무소외의 측정 방식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Seeman(1959)이 제시

한 무기력감, 무의미함, 무규범, 고립, 자기소외 등 직무소외의 5가지 차

원을 이용하여 측정한 연구(Miller 1967)도 있고, 직무만족으로 측정한

연구도 있었다(Aiken and Hage 1966; DeHart-Davis and Pandey 2005).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연구에서는 직무소외의 부정적 의미

에 중점을 두어 측정하였다. Vellas(1988)는 직무소외를 (1) 직업에 대한

수단적 동기, (2) 업무에 대한 주체적 참여의 결여, (3) 근무자와 도구

간 도치된 관계, (4) 업무에 대한 반감 등 4가지 특성으로 구분된다고

하며, 직무소외의 부정적 의미에 중점을 두어 5가지 설문 문항을 제시하

였는데, 이를 경찰 업무에 맞게 수정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1] 직무소외 설문 문항

직무소외

1 근무하면서 기대하는 일이라고는 월급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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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였

다. 직무만족에 대한 접근법은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심을

갖는 총체적 접근법과 직무의 상이한 단면들에 만족하는 정도에 초점을

두는 단면 접근법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동훈(2013)이 경찰 직무 6가지 단면의 만족도를 측

정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박아이린

(2005)이 한글로 번역한 MSQ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직무만족도 검사 20문항 중 경찰 대상 연구에 적합한 6개 문항을 선별

한 것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2] 직무만족 설문 문항

2 근무 중에는 시간이 잘 가지 않는다.

3 무전기, 컴퓨터 등 장비들이 나를 지배하는 듯한 생각이 든다.

4 일할 때 기계의 부속품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

5 출근하러 갈 때 억지로 몸을 이끌고 나간다.

직무만족

1 내 방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2 업무량이나 난이도에 비해 급여수준에 만족한다.

3 특별ㆍ심사승진, 표창 등 포상의 공정성에 만족한다.

4 나와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한다.

5 업무능력을 인정받는 정도에 대하여 만족한다.

6 업무수행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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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가. 레드테이프

레드테이프는 Bozeman(2000)이 제시한 “조직 효율성에 악영향을 주는

부담스러운 행정규칙이나 절차”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레드테이프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학자들마다 다르다(안병철, 2010).

Bozeman, Reed and Scott(1992)는 업무 지연 시간이 레드테이프의 결정

적 요소라고 보아, 물품 구입ㆍ인사ㆍ결재 등에 걸리는 시간으로 레드테

이프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업무 지연만으로 레드테이프를 측정하는 것

은 업무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시키므로 레드테이프의 개념을 명확

히 반영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인다(Pandey and Kingsley, 2000).

Pandey and Kingsley(2000)는 레드테이프를 ‘규정과 절차가 조직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직의 기능적 목표에 규칙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필요성을 없앨 뿐만 아니라, 레드테이프 측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Pandey and Scott, 2002).

Pandey and Scott(2002)은 전체 레드테이프를 묻는 일반 문항, 인사

레드테이프, 업무지연, 의사결정자 수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인식을 측정

하는 설문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Pandey and Scott(2002)가 제시한 것처럼 전체 레드

테이프 수준을 묻는 일반 문항(레드테이프Ⅰ)을 구분하여 레드테이프를

측정하였다.

한편 Pandey and Scott(2002)이 제시한 인사 레드테이프 문항에는 직

원 채용·해임 관련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경우 시험에

따른 임용이 이루어지고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해당 문항들은 사용하지

않고, 안병철(2010)의 연구에서 업무지연ㆍ절차복잡 레드테이프 정도를

측정한 설문(레드테이프Ⅱ)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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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테이프Ⅰ은 전체적인 레드테이프 수준을 매우 낮음(1점)부터 매우

높음(10점)까지 10점으로 측정하였다. 레드테이프Ⅱ는 업무지연ㆍ절차복

잡과 관련된 5가지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3] 레드테이프 설문 문항

나. 집권화

Aiken and Hage(1966)는 집권화를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 결정에 참

여하는 정도’로 규정하였으며, 이번 연구에서도 위와 같이 정의하도록 한

다.

기존 연구들에서 집권화 측정을 위해 Aiken and Hage(1966)가 제시한

5개 문항을 이용하였다(전영한 2004, DeHart-Davis and Pandey 2005).

이번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Aiken and Hage (1966)의

레드테이프 Ⅰ

1
레드테이프가 조직 효율성에 악영향을 주는 부담스러운 행정 규칙이
나 절차를 의미한다고 할 때, 귀하가 속한 부서의 레드테이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레드테이프 Ⅱ
(업무지연, 절차 복잡)

2 신규 정책을 구상해 착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편이다.

3
복잡한 법규와 절차 때문에 나의 업무처리능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있다.

4 물품ㆍ장비를 신청ㆍ구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5 내가 속한 부서에서는 업무처리결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6 내가 속한 부서에서는 최종 결재를 받기까지 절차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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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이용하였지만, 5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DeHart-Davis

and Pandey(2005)가 수정한 3개의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표 3-4] 집권화 설문 문항

집권화

1
내가 속한 부서에서 상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2
내가 속한 부서에서 개인적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금방 제
지받는다.

3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사에게 보고
해야 한다.

다. 공식화

공식화는 일반적으로 문서화 수준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House and Rizzeo(1972)가 제시한 ‘표준 업무, 정책, 직위에 따른 책임

등이 명시적으로 형식화된 정도’로 공식화를 정의하였다.

공식화를 측정하기 위해 Aiken and Hage(1966)은 공식화의 두 하위

개념인 직무 표준화(Job Codification)와 규정 감시(Rule Observation)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설문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해당 설문 내용은

의사결정 재량 여부, 규정 준수 감시 여부 등으로, 이번 연구에서 측정하

고자 하는 ‘문서화 정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House and Rizzo(1972)는 위에서 제시한 정의에 따른 공식화 측

정 문항 개발을 시도하였고, 문서화 수준을 직접적으로 묻는 9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9개 문항을 수정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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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공식화 설문 문항

3. 통제변수

Bozeman(1993)은 같은 규정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레드테이프일 수 있

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용한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하위 계급에서는 레드테이프로 느낄지라도 상위 계급에서

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유용한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따라서 계급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같은 레드테이프 수준이라

도 계급에 따라 소외와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통제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과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성의 직무소외ㆍ

직무만족이 차이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성별을 통제하였다. 또한 부서와

소속 등 근무 환경 차이에 따른 영향도 통제하였다.

공식화

1 업무를 위해 명확히 문서화된 규정이 존재한다.

2 나의 직무 권한은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다.

3 명확한 규정에 의해 근무 평가가 이루어진다.

4 문서화된 매뉴얼ㆍ일정 등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

5 나의 권한ㆍ의무ㆍ책임 등의 세부사항ㆍ절차 등은 문서화되어 있다.

6 명문화된 규정은 근무자의 노력 정도를 결정한다.

7 업무 계획ㆍ매뉴얼 등은 근무에 필수적이다.

8 문서화된 규정과 목표 간 모순 또는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다.

9 문서화된 규정과 실무 간 모순 또는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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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나이, 근무경력, 해당 부서 근무 기간,

최종학력 등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3-6] 통제변수 설문 문항

통제변수

연령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성별 ① 남 ② 여

최종 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재/졸 ③ 4년제 대학교 재/졸 
④ 대학원 재/졸

계급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이상

근무 기간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③ 10년～15년 ④ 15년～20년 
⑤ 20년 이상

현 부서 근무 
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 이상

근무 부서
① 경무 ② 생안ㆍ여청  ③ 수사ㆍ형사 ④ 경비 ⑤ 교통
⑥ 정보 ⑦ 보안ㆍ 외사 ⑧ 기타

소속
① 경찰청ㆍ지방청   ② 경찰서   ③ 지구대   ④ 기동대
⑤ 교육기관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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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데이터

연구는 경위 이하 전국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 수준에서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3주 동안 경찰교육원에서 진행되었다.

경찰교육원에서는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특수

한 전문 과정들은 신청에 따라 수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지역별

인원을 배분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교육과정

에 참가하는 경찰관들은 지역별 층화표본 추출한 상태와 같아 전체 집

단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고 보인다.

설문지는 4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교육 대상자들에게 배부한 뒤,

다시 우편으로 354부를 회신 받았으며 회수율은 88.5%이다. 회수된 354

부 중 결측값이 있는 48부, 중복 응답이 있는 2부, 지나치게 성의 없이

응답한 3부를 제외하였고, 본 연구는 경위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감 이상 계급에서 설문에 응답한 7부를 제외하여 총 60부를

제외하고 남은 294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를 적용하였다. 먼저, 설문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인구

통계적 분포를 확인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들

이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잘 측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설문 문항은 제외하였다. 요

인분석 결과로 얻은 요인적재량은 각 설문 문항과 요인 간 상관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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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데, 요인적재량이 높은 설문 문항은 해당 요인을 더욱 많이 설

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설문 문항에 요인적재량을 가중 평

균함으로써 해당 요인에 각 문항의 질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후 설문 문항을 반복적으로 물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값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계속하

여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들에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확인

하였다. 또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통제변수

들의 각 범주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Levene

의 등분산 가정이 기각된 변수들의 경우에는 비모수 검정인 Kruskal-

Wallis 검정을 통해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후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 상관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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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통계 분석 및 가설의 검증

제 1 절 기초 통계분석

1. 응답자의 기초통계학적 현황

설문에 참여한 294명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이 232명(78.9%), 여성이 62명(21.1%)으로 남성이 매우 높은 비율을 보

였는데, 신체적 활동이 많은 경찰 업무 특성상 남성이 많은 현실을 반영

한 것이다.

연령은 30대가 155명(52.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 88

명(29.9%), 20대 이하 36명(12.2%), 50대 이상 15명(5.1%) 순으로 나타났

다. 계급은 순경 31명(10.5%), 경장 57명(19.4%), 경사 97명(33.0%), 경위

109명(37.1%)로 경위가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13명(4.4%), 전문대 재학ㆍ졸업이 64명(21.8%), 4

년제 대학교 재학ㆍ졸업이 206명(70.1%), 대학원 재학ㆍ졸업이 11명

(3.7%)로 4년제 대학교 재학ㆍ졸업한 응답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무 경력은 5년 미만 67명(22.8%), 5년 이상 10년 미만 70명(23.8%),

10년 이상 15년 미만 99명(33.7%), 15년 이상 20년 미만 41명(13.9%), 20

년 이상 17명(5.8%)으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부서 근무 기간은 1년 미만 80명(27.2%), 1년 이상 2년 미만 127명

(43.2%), 2년 이상 3년 미만 74명(25.2%), 3년 이상 13명(4.4%)으로, 인

사이동이 잦아 3년 이내에 대부분 부서를 옮기는 것으로 보인다.

부서는 경무 38명(12.9%), 생활안전 139명(47.3%), 수사ㆍ형사 26명

(8.8%), 경비 39명(13.3%), 교통 33명(11.2%), 정보 19명(6.5%)로 생활안

전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실제로 지역경찰 등 생활안전 부서 근무자

가 51.4%1)에 달하는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안, 외사,

1) 2014년 경찰통계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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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등 부서에서는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각 부서별 인원이 전체

경찰 인원 중 약 1～2%2)로 소수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속은 경찰청ㆍ지방청 10명(3.4%), 경찰서 199명(67.7%), 지구대ㆍ파

출소 46명(15.6%), 기동대 20명(6.8%), 교육기관 19명(6.5%)로 경찰서 비

율이 가장 높았다.

[표4-1] 인구통계학적 변수 빈도분석

2) 2014년 경찰통계 연보

구분 빈도 비율

연령

20대 이하 36 12.2

30대 155 52.7

40대 88 29.9

50대 이상 15 5.1

성별
남성 232 78.9

여성 62 21.1

계급

순경 31 10.5

경장 57 19.4

경사 97 33.0

경위 109 37.1

최종학력

고졸이하 13 4.4

전문대 재학ㆍ졸업 64 21.8

4년제 대학교 재학ㆍ졸업 206 70.1

대학원 재학ㆍ졸업 1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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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5년 미만 67 22.8

5년～10년 70 23.8

10년～15년 99 33.7

15년～20년 41 13.9

20년 이상 17 5.8

현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80 27.2

1년～2년 127 43.2

2년～3년 74 25.2

3년 이상 13 4.4

부서

경무 38 12.9

생활안전 139 47.3

수사ㆍ형사 26 8.8

경비 39 13.3

교통 33 11.2

정보 19 6.5

소속

경찰청ㆍ지방청 10 3.4

경찰서 199 67.7

지구대ㆍ파출소 46 15.6

기동대 20 6.8

교육기관 1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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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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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분석은 향후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목적으로 실

행하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상관관계

가 높은 변수들을 하나의 통합적 주성분으로 묶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

였다. 또한 요인회전방법은 요인 간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는 직각

회전방식인 베리맥스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 결정은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으로 하였다. 고

유값은 각각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분산 총합으로, 각 요

인의 설명력을 의미한다. 즉 고유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라는 것이며, 1.0 미만인 경우 한 개 변수만큼의 분산도 설명하지 못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KMO 및

Barlett 검정을 수행하였다. KMO 값은 변수 간 편상관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표본 적합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KMO 값이 0.5 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검정이다. 변수 간 상관계수의 행렬이 대각행렬인지 판단하는 것으로,

유의수준이 0.05보다 작으면 대각행렬이 아님을 의미하며 요인분석에 무

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요인분석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각각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이 때, 독

립변수 중 전체 레드테이프 수준을 묻는 레드테이프Ⅰ은 총괄 문항으로,

하위 수준의 문항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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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립변수

독립변수들은 레드테이프 6문항, 집권화 3문항, 공식화 9문항 총 1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드테이프Ⅰ을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문항을 대

상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5개로

추출되었다. KMO 표본적합도는 0.731, Barlett 검정은 유의수준이 0.000

으로 나타났다.

[표 4-2] 독립변수 17개 문항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결과, 레드테이프Ⅱ와 집권화에 관한 문항들은 하나의 요인

으로 묶였지만, 공식화 9개 문항이 각각 5개, 2개, 2개 문항씩 총 3개 요

인으로 나뉘었다. 문항들을 다시 분석한 결과, 문항 2-8, 2-9는 문서화

변수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적재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독립변수

레드
테이프

Ⅱ

3-6 .779 .018 .205 .053 -.257
3-2 .761 -.048 .093 -.066 .131
3-5 .751 .095 .234 -.071 -.285
3-3 .737 -.187 .186 .029 .036
3-4 .629 -.237 .102 .148 .112

공식화

2-2 -.062 .812 -.168 .058 -.043
2-5 -.058 .755 -.063 .025 .246
2-1 -.113 .670 .125 .087 .040
2-3 -.107 .598 -.243 .017 .180
2-6 .038 .482 .026 -.099 .422

집권화
1-2 .238 -.045 .876 .010 -.112
1-1 .220 -.002 .869 -.050 -.095
1-3 .209 -.205 .768 .073 .100

공식화 2-8 .011 .111 -.015 .934 -.029
2-9 .050 .013 .037 .921 .112

공식화 2-7 -.040 .075 -.033 .055 .839
2-4 -.044 .285 -.065 .067 .724

KMO 표본적합도 .731
고유값 4.342 2.498 1.178 1.397 1.333

총분산설명율(%) 25.539 14.692 10.108 8.216 7.838
누적 분산 설명율(%) 25.539 40.231 50.339 58.555 6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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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자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문서화된 규정이 목표ㆍ실무와 일치하

는지 여부를 묻는 평가적인 질문에 해당하였고, 문항 2-4, 2-7은 문서화

가 업무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유용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식화를 ‘공식적인 기록ㆍ문서의 정도’로 정의하였으

므로, 문서화 수준 자체를 묻는 5개 문항만을 남기고, 문서화에 대한 평

가 및 유용성을 묻는 4개 문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식화 4개 문항을 제외한 13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

한 결과, 고유값 1 이상인 요인이 3개 추출되었다. KMO 표본적합도는

0.765이고, Barlett 검정은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들이 0.5 이상의 요인 적재량을 나타내 문항들을 모두 선택

하였다. 추출된 3개의 요인들 중 레드테이프가 4.188로 가장 높은 고유값

을 가졌고, 분산설명율은 32.216%로 나타났다. 공식화의 고유값은 2.189

이며 분산설명율은 16.840%, 집권화의 고유값은 1.379이며 분산설명율은

10.744%로 나타났다. 3개 요인의 누적 분산설명율은 59.800%이다.

[표4-3] 독립변수 13개 문항 요인분석 결과

변수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적재량
요인1 요인2 요인3

독립변수

레드테이프
Ⅱ

3-6 .790 -.049 .214
3-5 .760 .018 .242
3-2 .753 .000 .085
3-3 .736 -.151 .182
3-4 .631 -.171 .096

공식화

2-5 -.070 .798 -.072
2-2 -.060 .787 -.164
2-1 -.112 .654 .125
2-3 -.117 .629 -.248
2-6 .013 .578 .006

집권화
1-2 .244 -.060 .879
1-1 .225 -.008 .871
1-3 .208 -.166 .762

KMO 표본적합도 0.765
고유값 4.188 2.189 1.397

총분산설명율(%) 32.216 16.840 10.744
누적 분산 설명율(%) 32.216 49.055 5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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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직무소외 5문항, 직무만족 6문항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2

개 추출되었다. KMO 표본적합도는 0.837, Barlett 검정은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들이 0.5 이상의 요인적재량을 가져 11개 문항을 모두 선택
하였다. 직무소외의 고유값은 4.714이며 42.851%의 분산설명율을 나타냈
고, 직무소외의 고유값은 1.916이며 17.422%의 분산설명율을 보였다. 2개 
요인의 누적 분산설명율은 60.273%이다.

[표 4-4] 종속변수 요인분석 결과

다. 요인적재량을 이용한 변수 생성

요인적재량은 문항들과 요인 사이의 상관계수를 의미하므로, 각각의

문항이 요인을 설명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

변수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적재량
요인1 요인2

종속변수

직무소외

4-3 .911 -.096
4-4 .879 -.139
4-5 .813 -.227
4-1 .758 -.226
4-2 .710 -.289

직무만족

5-5 -.095 .865
5-6 -.065 .852
5-1 -.173 .636
5-4 -.201 .614
5-3 -.203 .610
5-2 -.228 .519

KMO 표본적합도 0.837
고유값 4.714 1.916

총분산설명율(%) 42.851 17.422
누적 분산 설명율(%) 42.851 6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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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직무만족 5-5 문항은 요인2와 0.865만큼 상관이 있지만, 직무만족

5-2 문항은 요인2와 0.519만큼 상관이 있다.

이처럼 설문 문항들이 각 요인을 설명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각 설문 문항의 값을 평균하여 분석을 진

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변수를 생성한다면 각

설문 문항의 질적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이루어지는 신뢰도 분석에서는 각 문항에 요인적재량을

가중한 값을,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각 요인적재량을 가중

평균하여 생성한 변수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2. 신뢰도분석

신뢰도는 연구 대상에 반복 측정을 가정했을 때, 동일한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는 것으로, 신뢰도 분석은 측정 도구의 정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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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총괄 문항인 레드테이프Ⅰ을 제외하고 레

드테이프Ⅱ 5문항, 집권화 3문항, 공식화 5문항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독립변수들에서 0.7 이상의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 내적일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식화와 레드테이프Ⅱ의 경우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 Cronbach α 값

이 전체 변수의 Cronbach α 값보다 작아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이 없

었다. 하지만 집권화에서는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이 1개 발견되었는데,

집권화 변수 전체의 Cronbach α 값이 0.849로 이미 충분히 높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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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기 때문에 해당 문항을 삭제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4-5] 독립변수 신뢰도 분석 결과

나. 종속변수 신뢰도 분석

직무소외, 직무만족 모두 0.7 이상의 신뢰도를 보여, 내적일관성에 문

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 Cronbach α 값이

전체 변수의 Cronbach α 값보다 작게 나타나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이

없었고, 모든 문항이 신뢰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인다.

[표 4-6] 종속변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 설문 문항 항목 제거시

집권화 0.849
1-1 0.746
1-2 0.724
1-3 0.889

공식화 0.744

2-1 0.722
2-2 0.656
2-3 0.709
2-5 0.645
2-6 0.742

레드테이프
Ⅱ

0.813

3-2 0.782
3-3 0.770
3-4 0.810
3-5 0.765
3-6 0.751

Cronbach α 설문 문항 항목 제거시

직무소외 0.895

4-1 0.886
4-2 0.891
4-3 0.851
4-4 0.869
4-5 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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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 0.804

5-1 0.786
5-2 0.800
5-3 0.786
5-4 0.789
5-5 0.731
5-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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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통계 및 평균 비교

1. 기술통계 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설문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각 요

인별 인식 수준을 확인하였다. 공식화는 요인분석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4개 문항을 제외한 후, 남은 5개 문항에 대하여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표 4-7] 각 변수별 기술통계 비교

독립변수 중 집권화, 공식화, 레드테이프Ⅱ는 리커트 5점 척도로, 레드

테이프Ⅰ은 10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 중 집권화는 2.7982로 보통 이

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경찰이 군과 유사한 조직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뚜렷하고 집권화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일반 상식

과 대비되는 결과라고 보인다. 이는 경찰 실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업

무 재량이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한편 공식화는 3.1129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는데, 절차 및 규정

준수 여부가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찰의 특성이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레드테이프Ⅰ은 6.2040, 레드테이프Ⅱ는 3.1014로 모두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실무자들에게도 레드테이프가 발생할 수

구분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집권화 294 2.7982 .75778

공식화 294 3.1129 .50232

레드테이프Ⅰ 294 6.2040 1.6018

레드테이프Ⅱ 294 3.1014 .60142

종속변수
직무소외 294 2.2299 .69748

직무만족 294 3.0527 .5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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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본 연구 전제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보인다.

종속변수인 직무소외와 직무만족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

다. 직무소외는 2.2299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직무만족은 3.0527로 보통

에서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경찰 실무자들이 직무에 만족하

는 정도가 높지는 않지만, 직무소외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2.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종속변수 평균 비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기에 앞서, 각 범주에 따라 종속변수인

직무소외ㆍ직무만족이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범주가 2개이므로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고, 범주가 3개 이상인 연령, 계급, 최종학력, 근무경력, 현

부서 근무기간, 부서, 소속 등 7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둘 이상의

집단에 따른 평균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범주 간 차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구

체적으로 어떤 범주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Tukey

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Tukey 방법은 각 요인별로 두

개의 범주끼리 t검정을 차례로 실시하여,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하여 두

범주들 간 t검정을 반복해 시행하는 방법이다.

가. 직무소외

분석 결과, 직무소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성별,

계급을 포함하여, 연령, 최종학력, 근무경력, 현부서 근무기간 등 6개 통

제변수들은 모두 유의수준이 0.05 이상으로 나타나 범주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부서, 소속은 유의수준이 0.05 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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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범주에 따라 직무소외에 대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표 4-8] 인구통계학적 변수 범주 간 직무소외 차이 비교

구분 범주 N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t 또는 F

연령

20대 이하 36 2.2056 .86650

.814 .316
30~40대 155 2.2658 .65549

40~50대 88 2.1773 .70102

50대 이상 15 2.2299 .70048

성별
남 232 2.2138 0.71410

.444 -0.767
여 62 2.2903 0.63316

계급

순경 31 2.2968 .78803

.932 .146
경장 57 2.2491 .73317

경사 97 2.2082 .57076

경위 109 2.2202 .75960

최종
학력

고졸이하 13 2.2000 1.11654

.758 .393+
전문대졸 64 2.1563 .65462

4년제졸 206 2.2485 .68658

대학원졸 11 2.3455 .58028

근무
경력

5년 미만 67 2.2179 .84619

.208 1.480+

5~10년 70 2.2914 .70582

10~15년 99 2.1253 .56177

15~20년 41 2.2780 .63226

20년 이상 17 2.5176 .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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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vene의 등분산 가정 기각(p<0.05)

하지만 응답자 수가 30명 미만인 문항이 있는 최종학력, 근무경력, 부

서, 소속에서 Levene의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어 분산의 동질성을 가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등분산을 가정한 방식인 일원배치 분산분석이 적절하

지 않아 해당 변수들에 대해서는 비모수검정을 다시 수행하였다.

비모수검정은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

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순위의 차이를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

는 데 사용한다.

위 변수들 내 범주들 간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모수검정 중 2

현부서
근무
기간

1년 미만 80 2.3525 .74714

.122 1.947
1~2년 127 2.2441 .69507

2~3년 74 2.1054 .64721

3년 이상 13 2.0462 .58965

부서

경무 38 2.0684 .62433

.000 9.249+

생활안전 139 2.1237 .57352

수사ㆍ형사 26 2.6769 .82574

경비 39 2.6615 .87798

교통 33 1.8848 .36411

정보 19 2.4316 .83070

소속

경찰청ㆍ지방청 10 2.5400 .94775

.004 3.989+

경찰서 199 2.2472 .64038

지구대ㆍ파출소 46 2.0957 .74564

기동대 20 2.5900 .95029

교육기관 19 1.8316 .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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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 집단들 간 차이의 유의도를 검정하는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평균 차이를 다시 비교하였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9] 인구통계학적 변수 범주 간 직무소외 차이 비교(Kruskal-Wallis 검정)

Kruskal Wallis 검정에서도 범주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부서, 소속

에 대하여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직무소외를 순위

변수로 변환한 뒤, Tukey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서 간 차이를 살펴보면, 교통 부서의 직무소외가 가장 낮았고 수사

ㆍ형사, 경비, 정보 부서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편, 경비

부서의 직무소외가 가장 높았고, 경무ㆍ생활안전ㆍ교통 부서에 비해 유

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부서별 업무 강도, 근무 시간, 근무 방

식 등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표 4-10] 직무소외 순위변수에 대한 부서 범주 간 다중 비교(Tukey 방법)

부서 부서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
수준

경무

생활안전 -10.304335 14.470938 .980
수사ㆍ형사 -66.476721* 20.119666 .014

경비 -70.720310* 18.018993 .002
교통 25.635167 18.810038 .749
정보 -36.171053 22.211510 .580

생활안전
경무 10.304335 14.470938 .980

수사ㆍ형사 -56.172385* 16.891070 .013

구분 카이제곱 점근 유의수준
최종학력 2.268 0.519
근무경력 6.467 0.167

부서 36.786 0.000
소속 14.87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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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소속 간 차이를 보면, 경찰청ㆍ지방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로 단위

가 내려갈수록 직무소외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편, 직무소외가 기동대ㆍ경찰서와 교육기관 간 유의수준 0.05에서 유

경비 -60.415975* 14.324503 .000

교통 35.939503 15.307671 .179
정보 -25.866717 19.335420 .764

수사ㆍ형사

경무 66.476721* 20.119666 .014
생활안전 56.172385* 16.891070 .013

경비 -4.243590 20.014602 1.000
교통 92.111888* 20.729633 .000
정보 30.305668 23.858989 .801

경비

경무 70.720310* 18.018993 .002
생활안전 60.415975* 14.324503 .000

수사ㆍ형사 4.243590 20.014602 1.000
교통 96.355478* 18.697616 .000
정보 34.549258 22.116385 .624

교통

경무 -25.635167 18.810038 .749
생활안전 -35.939503 15.307671 .179

수사ㆍ형사 -92.111888* 20.729633 .000
경비 -96.355478* 18.697616 .000
정보 -61.806220 22.765498 .075

정보

경무 36.171053 22.211510 .580
생활안전 25.866717 19.335420 .764

수사ㆍ형사 -30.305668 23.858989 .801
경비 -34.549258 22.116385 .624
교통 61.806220 22.765498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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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 강도, 근무 시간,

근무 방식 등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하는 차이라고 판단된다.

[표 4-11] 직무소외 순위변수에 대한 소속 범주 간 다중 비교(Tukey 방법)

* : 평균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소속 소속 평균
차이

표준
오차

유의
수준

경찰청ㆍ지방청

경찰서 29.092211 26.645348 .811

지구대ㆍ파출소 47.552174 28.687314 .462

기동대 -6.350000 31.843473 1.000

교육기관 84.334211 32.121587 .068

경찰서

경찰청ㆍ지방청 -29.092211 26.645348 .811

지구대ㆍ파출소 18.459963 13.450932 .646

기동대 -35.442211 19.286584 .354

교육기관 55.241999* 19.742389 .043

지구대ㆍ파출소

경찰청ㆍ지방청 -47.552174 28.687314 .462

경찰서 -18.459963 13.450932 .646

기동대 -53.902174 22.021802 .106

교육기관 36.782037 22.422073 .473

기동대

경찰청ㆍ지방청 6.350000 31.843473 1.000

경찰서 35.442211 19.286584 .354

지구대ㆍ파출소 53.902174 22.021802 .106

교육기관 90.684211* 26.339972 .006

교육기관

경찰청ㆍ지방청 -84.334211 32.121587 .068

경찰서 -55.241999* 19.742389 .043

지구대ㆍ파출소 -36.782037 22.422073 .473

기동대 -90.684211* 26.339972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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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만족

연령, 성별, 최종학력, 현 부서 근무기간, 부서, 소속 등 6개 변수들은

모두 유의수준이 0.05 이상으로, 범주에 따라 직무만족의 평균이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근무경력, 계급은 유의수준 0.05 미만

으로, 각 범주에 따른 직무만족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12] 인구통계학적 변수 범주 간 직무만족 차이 비교

변수 범주 N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t 또는 F

연령

20대 이하 36 3.2407 .68481

.113 2.007
30~40대 155 3.0172 .49170
40~50대 88 3.0549 .49501

50대 이상 15 2.9556 .42941

성별
남 232 3.0668 0.54892

.370 0.899
여 62 3.0000 0.39116

계급

순경 31 3.2151 .69548

.049 2.644
경장 57 3.1550 .57465
경사 97 2.9742 .43257

경위 109 3.0229 .49142

최종
학력

고졸이하 13 3.1282 .67753

.355 1.086
전문대졸 64 3.1146 .45414
4년제졸 206 3.0405 .52729

대학원졸 11 2.8333 .52705

근무
경력

5년 미만 67 3.2512 .72088

.010 3.400+

5~10년 70 3.0119 .49419
10~15년 99 3.0034 .34666
15~20년 41 2.9431 .44034

20년 이상 17 2.9902 .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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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vene의 등분산 가정 기각(p<0.05)

Levene의 등분산 가정이 기각된 근무경력, 부서, 소속에 대하여 비모

수검정인 Kruskal Wallis 검정을 통해 평균 차이를 다시 비교하였다. 결

과는 아래와 같다.

[표 4-13] 인구통계학적 변수 범주 간 직무만족 차이 비교(Kruskal-Wallis 검정)

현
부서
근무
기간

1년 미만 80 3.1625 .57794

.166 1.705
1~2년 127 3.0026 .54635
2~3년 74 3.0315 .40231

3년 이상 13 2.9872 .40518

부서

경무 38 2.9254 .39838

.578 .762+

생활안전 139 3.0875 .53925
수사ㆍ형사 26 3.0256 .56704

경비 39 3.0214 .61675
교통 33 3.1263 .28269

정보 19 3.0263 .62673

소속

경찰청ㆍ지방청 10 2.9167 .59447

.188 1.550+

경찰서 199 3.0444 .42457
지구대ㆍ파출소 46 3.2029 .82769

기동대 20 2.9833 .57710

교육기관 19 2.9211 .28528

구분 카이제곱 점근 유의수준
근무경력 7.633 .106

부서 4.846 .435
소속 3.791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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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skal Wallis 검정을 통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인 근무경력, 부서, 소속 모두 범주에 따라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evene의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지 않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계급은 유의수준이 0.049로, 범주에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계급의 각 범주별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ukey

방법을 이용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4] 직무만족에 대한 계급 범주 간 다중 비교(Tukey 방법)

사후분석 결과 계급 간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범주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순경에서 직무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계급

이 올라갈수록 하락하는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계급 계급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수준

순경
경장 .06008 .11503 .954
경사 .24083 .10635 .109
경위 .19212 .10492 .261

경장
순경 -.06008 .11503 .954
경사 .18074 .08602 .155
경위 .13203 .08425 .399

경사
순경 -.24083 .10635 .109
경장 -.18074 .08602 .155
경위 -.04871 .07195 .906

경위

순경 -.19212 .10492 .261
경장 -.13203 .08425 .399

경사 .04871 .07195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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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상관관계 분석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 정도와 방향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1

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절댓값이 0.2 미만은 낮은 상관

관계, 0.4 미만은 보통의 상관관계, 0.4 이상은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상관관계가 0.8 이상으로 매우 높아지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6개 변수들 간 상관관계의 절댓값은 0.219에서 0.499

사이로 보통이거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모든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화는 레드테이프ⅠㆍⅡ, 직무소외와 정(+)의 상관관계를, 공식화,

직무만족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레드테이프Ⅱ와

0.463, 레드테이프Ⅰ과 0.332의 상관관계를 보여, 전반적으로 레드테이프

와 정(+)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공식화는 집권화, 레드테이프ⅠㆍⅡ, 직무소외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무만족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직무만족과 상관관

계가 0.337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규정의 문서화가 직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직무 만족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레드테이프Ⅰ은 레드테이프Ⅱ, 집권화, 직무소외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공식화, 직무만족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때, 레드테이

프Ⅰ과 레드테이프Ⅱ 간 0.499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두 변수 모

두 레드테이프를 측정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는 레드테이프Ⅰ은 전반적인 레드테이프 정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

한 반면, 레드테이프Ⅱ는 업무지연과 복잡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을 바탕으로 설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인다. 즉, 전

반적으로 느끼는 레드테이프 수준과 실제 근무하면서 마주치는 레드테

이프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 레드테이프 변수들 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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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더 높게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직무소외는 직무만족과

-0.436으로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15] 상관관계 분석 결과

**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쪽)

구분 집권화 공식화
레드

테이프
Ⅰ

레드
테이프

Ⅱ

직무
소외

직무
만족

집권화 1

공식화 -.219** 1

레드테이프
Ⅰ

.332** -.287** 1

레드테이프
Ⅱ

.463** -.213** .499** 1

직무소외 .332** -.239** .339** .391** 1

직무만족 -.370** .337** -.426** -.407** -.4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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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가설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 때, 독립변수 중

레드테이프Ⅰ과 레드테이프Ⅱ는 모두 레드테이프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

들이므로, 회귀분석 시 두 레드테이프 변수들을 한 번에 투입하지 않고,

모형을 두 개로 나누어 레드테이프Ⅰㆍ집권화ㆍ공식화를 독립변수로 투

입한 모형 1과 레드테이프Ⅱㆍ집권화ㆍ공식화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

형 2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모형에서 독립변수들과 직무소외ㆍ직무만족 간 관계를 분석해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 성별, 계급, 최종학력,

근무경력, 현부서 근무기간, 부서, 소속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

을 수행하였다. 통제변수들 중 명목변수에 해당하는 성별, 부서, 소속은

더미변수화 하여 측정하였는데, 각각 남성, 생활안전 부서, 경찰서를 기

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1. 독립변수와 직무소외 간 관계

독립변수와 직무소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무소외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모형 1

모형 1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산분석 F=8.255, 유의수준

0.000으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인 것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은 0.351인데,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많아질수록

 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수정된  값은 0.308로 나타났다.

한편, 잔차에 자기상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

계량을 이용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0부터 4까지의 값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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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0에 가까우면 잔차들 간 양의 상관관계,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다. 2에 가까울수록 정상분포곡선을 나타내고 오차항들이 서

로 독립임을 의미하므로 회귀분석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회귀분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649으로 나타나, 분석에 무리가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분산팽창지수(VIF)는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량으로, 10 이

상인 경우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회귀분석 결과 10

을 넘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성선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독립변수들 중 레드테이프Ⅰ은 t값이 4.301, 유의수준 0.000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직무소외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화는 t값이 3.731, 유의수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집

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외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공식화는 t값이 -2.283, 유의수준 0.02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확

인되었으며 직무소외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어,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외가 줄어든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나. 모형 2

모형2에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산분석 F=8.411, 유의수준

0.000으로 나타났고,  은 0.355, 수정된  은 0.313으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603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을

넘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성선의 문제도 없었다.

독립변수들 중 레드테이프Ⅱ는 t값이 4.522, 유의수준 0.000으로 나타

났고, 집권화는 t값이 2.704, 유의수준 0.007로 나타나 두 변수 모두 직무

소외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식화는 t값이 -2.855,

유의수준 0.005로 직무소외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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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직무소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구분
비표준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VIF

비표준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VIF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독립
변수

레드테이프Ⅰ .086 .020 .241 4.301 .000 1.330 - - - - - -
레드테이프Ⅱ - - - - - - .336 .074 .259 4.522 .000 1.397

집권화 .185 .049 .205 3.731 .000 1.273 .142 .052 .157 2.704 .007 1.439
공식화 -.201 .088 -.123 -2.283 .023 1.228 -.245 .086 -.150 -2.855 .005 1.174

통제
변수

나이 .007 .058 .009 .121 .904 2.394 -.025 .058 -.032 -.425 .671 2.399
성별더미(여성) .074 .077 .053 .964 .336 1.280 .044 .077 .032 .570 .569 1.306

계급 -.033 .046 -.057 -.703 .482 2.753 -.025 .046 -.043 -.540 .589 2.757
최종학력 .042 .050 .044 .848 .397 1.158 .060 .050 .063 1.200 .231 1.170
근무경력 .075 .044 .151 1.694 .091 3.370 .080 .044 .162 1.821 .070 3.369

현부서근무기간 -.082 .040 -.120 -2.034 .043 1.486 -.069 .040 -.102 -1.729 .085 1.473
부서더미(경무) -.016 .123 -.010 -.132 .895 2.212 .005 .122 .003 .038 .970 2.216

부서더미(수사ㆍ형사) .335 .109 .167 3.070 .002 1.251 .288 .110 .144 2.629 .009 1.273
부서더미(경비) .514 .134 .306 3.833 .000 2.694 .445 .133 .265 3.346 .001 2.678
부서더미(교통) -.227 .098 -.126 -2.324 .021 1.238 -.213 .097 -.118 -2.189 .029 1.235
부서더미(정보) .150 .128 .065 1.174 .242 1.290 .166 .127 .072 1.303 .194 1.289

소속더미(지방청) -.072 .170 -.023 -.422 .674 1.232 -.013 .168 -.004 -.080 .936 1.225
소속더미(지구대) -.059 .101 -.037 -.582 .561 1.753 -.105 .099 -.067 -1.057 .291 1.715
소속더미(기동대) -.221 .169 -.098 -1.312 .191 2.351 -.112 .166 -.049 -.673 .501 2.287

소속더미(교육기관) -.310 .159 -.134 -1.946 .053 2.002 -.325 .159 -.140 -2.048 .041 2.003
상수 1.173 .341 - 3.439 .001 - 1.112 .343 - 3.244 .001 -

  / 수정된  .351 / .308 .355 / .313
F / 유의수준 / D-W 8.255 / 0.000 / 1.649 8.411 / .000 /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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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차항을 이용한 부서 간 직무소외 차이 분석

대부분의 통제변수들은 예상과 달리 직무소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통제변수들은 두 모형 중 하나에서만 유

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현 부서 근무기간은 모형 1에서, 교육기관 소속

더미변수는 모형 2에서 각각 0.05 미만의 유의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수사ㆍ형사, 경비, 교통부서의 세 더미변수들은 두 가지 모형에

서 모두에서 0.05 미만의 유의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위 세 가지 변수들

을 대상으로 독립변수와의 교차항을 만들어 직무소외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독립변수들 중 레드테이프Ⅰ, 집권화, 공식화에서는 수사ㆍ형사, 경비,

교통 부서 간 교차항이 직무소외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레드테이프Ⅱ와 수사ㆍ형사, 경비 부서 간 교차항은 직무소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한편, 교통 부서 교차항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

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레드테이프Ⅰ에서는

교차항에 따른 직무소외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레드테이

프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레드테이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무소외

증가 정도는 부서별로 비슷한 수준을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레드테이프

경험에 의해 발생하는 직무소외 정도는 부서에 따라 더욱 심해질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수사ㆍ형사과와 경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기준집단

인 생활안전과 경찰관들보다 업무지연ㆍ절차복잡 등 구체적인 경험에 의

한 레드테이프를 겪을수록 직무소외를 더욱 심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기술통계 분석에서 수사ㆍ형사과, 경비과 부서 근무자들이 타 부서에

비하여 직무소외를 강하게 느낀다는 결과를 확인했는데, 이들의 직무소

외를 낮추기 위해서는 업무지연ㆍ절차복잡 등의 구체적인 레드테이프 제

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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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레드테이프Ⅱ와 부서 교차항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VIF
B 표준

오차 β

레드테이프Ⅱ .310 .081 .239 3.849 .000 1.675

통제
변수

나이 -.032 .057 -.042 -.557 .578 2.416

성별더미(여성) .091 .079 .065 1.154 .250 1.375

계급 -.027 .046 -.046 -.579 .563 2.791

최종학력 .085 .049 .089 1.737 .084 1.144

근무경력 .085 .043 .172 1.959 .051 3.335

현부서근무기간 -.045 .040 -.066 -1.128 .260 1.474

부서더미(경무) .119 .120 .070 .991 .323 2.148

부서더미(수사ㆍ형사) -1.325 .525 -.660 -2.525 .012 29.624

부서더미(경비) -.779 .411 -.464 -1.897 .059 25.881

부서더미(교통) 1.185 .764 .656 1.551 .122 77.541

부서더미(정보) .266 .124 .115 2.137 .033 1.247

소속더미(지방청) .017 .167 .005 .102 .918 1.217

소속더미(지구대) -.032 .097 -.020 -.330 .742 1.650

소속더미(기동대) -.100 .164 -.044 -.607 .544 2.289

소속더미(교육기관) -.383 .157 -.165 -2.436 .015 1.995

교차항(수사) .679 .209 .864 3.250 .001 30.613

교차항(경비) .558 .175 .772 3.187 .002 25.422

교차항(교통) -.613 .336 -.773 -1.822 .070 78.025

상수 .809 .263 - 3.081 .002 -

  / 수정된  .368 / .324

F / 유의수준 / D-W 8.384 / .000 /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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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와 직무만족 간 관계

독립변수와 직무만족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와 직무만족 간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수준이 0.05 미만인 통제변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모형 1

모형 1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산분석 F=7.556, 유의수준

0.000으로 나타났다.  은 0.331, 수정된  은 0.287로 나타났다. Durbin

-Watson 통계량은 1.764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을 넘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변수들 중 레드테이프Ⅰ은 t값이 –4.897, 집권화는 –3.875, 공식

화는 4.498로 세 독립변수 모두 유의수준이 0.000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레드테이프와 집권화는 직무소외에 부(-)의 영향을, 공식화는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 모형 2

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산분석 F=7.519, 유의수준

0.000,  은 0.330, 수정된  은 0.286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

계량은 1.792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을 넘는 변수가 나타

나지 않았다.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레드테이프Ⅱ는 t값이 –4.846, 유의수준 0.000으

로 나타났고, 집권화는 t값이 -2.835, 유의수준 0.005로 나타나 두 변수

모두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식화는 t값

이 5.213, 유의수준 0.000으로 직무소외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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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직무만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구분
비표준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VIF

비표준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VIF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독립
변수

레드테이프Ⅰ -.090 .018 -.279 -4.897 .000 1.330 - - - - - -
레드테이프Ⅱ - - - - - - -.334 .069 -.283 -4.846 .000 1.397

집권화 -.177 .046 -.216 -3.875 .000 1.273 -.138 .049 -.168 -2.835 .005 1.439
공식화 .366 .081 .246 4.498 .000 1.228 .415 .080 .279 5.213 .000 1.174

통제
변수

나이 .016 .053 .023 .304 .761 2.394 .048 .054 .069 .903 .368 2.399
성별더미(여성) -.074 .071 -.058 -1.037 .301 1.280 -.045 .072 -.036 -.632 .528 1.306

계급 -.030 .043 -.058 -.704 .482 2.753 -.038 .043 -.072 -.879 .380 2.757
최종학력 -.054 .046 -.063 -1.186 .237 1.158 -.072 .046 -.083 -1.551 .122 1.170
근무경력 -.071 .041 -.158 -1.747 .082 3.370 -.077 .041 -.170 -1.881 .061 3.369

현부서근무기간 .023 .037 .037 .612 .541 1.486 .009 .037 .015 .245 .807 1.473
부서더미(경무) .044 .113 .028 .384 .702 2.212 .023 .114 .015 .202 .840 2.216

부서더미(수사ㆍ형사) .102 .101 .056 1.009 .314 1.251 .147 .102 .080 1.443 .150 1.273
부서더미(경비) -.021 .124 -.014 -.172 .864 2.694 .049 .124 .032 .399 .690 2.678
부서더미(교통) .138 .090 .084 1.529 .127 1.238 .123 .090 .075 1.359 .175 1.235
부서더미(정보) .092 .118 .043 .774 .440 1.290 .075 .118 .035 .631 .528 1.289

소속더미(지방청) .037 .157 .013 .233 .816 1.232 -.025 .156 -.009 -.157 .875 1.225
소속더미(지구대) .136 .093 .095 1.453 .147 1.753 .186 .092 .130 2.011 .045 1.715
소속더미(기동대) .083 .156 .040 .533 .595 2.351 -.033 .154 -.016 -.214 .831 2.287

소속더미(교육기관) -.043 .147 -.020 -.293 .770 2.002 -.028 .147 -.013 -.189 .850 2.003
상수 3.532 .315 - 11.207 .000 - 3.559 .318 - 11.184 .000 -

  / 수정된  .331 / .287 .330 / .286
F / 유의수준 / D-W 7.556 / .000 / 1.764 7.519 / .000 /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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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종합

위 분석을 통해 검증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인 레드테이

프 수준을 묻는 레드테이프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외가 높아지고 직

무만족이 낮아져 가설 1-1, 1-2가 채택되었다. 마찬가지로 업무지연과

복잡한 절차를 의미하는 레드테이프Ⅱ 수준이 강해질수록 직무소외가 높

아지고 직무만족이 낮아져 가설 1-3, 1-4도 채택되었다.

또한 연구 결과 집권화가 높아져 조직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직무소외가 늘어나고 직무만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를 통해 가설 2-1, 2-2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문서화 정도를 의미하는 공식화가 높을수록 직무소외가

줄어들고 직무만족이 늘어나 가설 3-1, 3-2를 채택하였다.

[표 4-19] 가설 검증 종합

구분 가설 결과

가설 1-1
레드테이프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1-2 레드테이프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게 나
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1-3
레드테이프Ⅱ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1-4
레드테이프Ⅱ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게 나
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2-1 집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2-2
집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3-1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외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3-2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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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찰에서 발생하는 직무소외 문제를 줄이고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레드테이프, 집권화, 공식화 수준이 직무소외와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경찰에서 평균적으로 집권화 수준은 보통에서 약

간 낮게 나타났고, 공식화ㆍ레드테이프는 보통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직무소외는 낮은 수준, 직무만족은 보통 수준을 보였다.

상관분석 결과 각 변수들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귀분

석 결과에서도 레드테이프ㆍ집권화ㆍ공식화가 모두 직무소외ㆍ직무만족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레드테이프ㆍ집권화는 직무소외와 정(+)의 영향, 직무만족과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공식화는 직무소외와 부(-)의 영

향, 직무만족과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공식화가 직무소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반된 결

과를 보였는데, 이번 연구에서 경찰은 공식화가 높을수록 직무소외가 낮

아지고 직무만족이 높아진다고 확인되었다. 이는 업무 중 다양하고 복잡

한 사건들을 계속 다루는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체계화된 업무 절차와

구체적 지침이 업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절차와 지침이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강조되어 레드테이프가

발생하면 오히려 직무소외가 높아지고 직무만족이 낮아지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권화 수준이 낮고 재량이 인정될수록 직무소외는 낮아지고 직

무만족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 실무자

들이 평균적으로 집권화 수준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

한 집권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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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 연구의 시사점

먼저, 이번 연구는 레드테이프가 직무소외ㆍ직무만족 등 조직 내부 구

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

과 차별화 된다. 국내 연구들은 주로 레드테이프와 조직성과 간 관계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나, 직무소외ㆍ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연구한 국내 레

드테이프 논문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직무소외

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결국 행동 변화를 통한

성과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외부로 표출되는 성과뿐만 아니라 조

직 내부 구성원들의 직무소외ㆍ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두 번째로, 이번 연구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레드테이프가 조직효과

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 의미가 있다. 기존 레드

테이프 연구들은 관리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조직의 다수를 차지

하는 실무자들이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번 설문에서 레드테이프Ⅰ과 레

드테이프Ⅱ 모두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무자들에게

도 레드테이프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레드테이프Ⅰ과 레

드테이프Ⅱ 모두 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

므로 앞으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레드테이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세 번째로, 기존 선행연구들은 공식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번 연구에서 레드테이프와 공식화를 분

리하여 측정한 결과 적어도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공식화가 직무소외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무소외 정도가 부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직무소외는 경비 부서와 수사ㆍ형사 부서에서 특히 높

게 나타났으며,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외 증가 정도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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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비 부서는 경찰서별로 동원 순번을

정해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찰관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소외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인다. 하지만 수사 경과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 발령이 주로 이루어지는 수사ㆍ형사과에서

직무소외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근무 강도에 비해 근무 여건이 만족스

럽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근무 여건에는 레드테이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불필요한 형식과 절차를 줄여 직무소외를 낮추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연구의 한계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관리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비판하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관리자를 배제하고 실무자만

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Bozeman(2000)이 제시한 이해관계자 레드테이프를 고려한다면, 관리

자와 실무자 간 레드테이프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실무자와 관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레드테이프 수준

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직무소외ㆍ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연구한다면 보다 발전적인 레드테이프 연구가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DeHart-Davis(2008)는, 번거로운 절차와 규정을 뜻하는 레드테이

프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효율적인 규정을 뜻하는 그린테이프를 제시하

였고, 효율적인 규정의 특성을 (1) 규정의 명문화, (2) 유효한 수단-방법

관계, (3) 일관된 규정 적용, (4) 적정 수준의 통제, (5) 규정의 목적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순히 레드테이프와 공식화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직무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정의 특

성을 찾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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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eHart-Davis(2014)는 위 특성들 중 (1) 규정의 명문화, (2) 일관

된 규정 적용, (4) 적정수준의 통제가 직무만족 연관되어 있다고 제시하

였는데, 이 중 (1) 규정의 명문화는 이번 연구의 공식화와 동일한 개념이

다. 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나이, 성별, 소수자 여부, 도시화 정도,

개인의 순응하는 성격 등으로 구분하여 공식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였는데, 소수자 집단에서 공식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순응하지 않는 성격일수록 공식화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DeHart-Davis(2014)는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식화에 대

한 연구들이 평면적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해

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식화와 직무소외ㆍ직무만족 간 관

계를 파악하는 데 그쳤으나, 소수자 여부, 순응하는 성격인지 여부 등을

조절변수로 두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구는 레드테이프가 직무소외에는 정(+), 직무만족에는 부

(-)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개인의 인식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

점이 있다.

실제로 Pandey and Welch(2005)는 사회심리학적 일관성 탐색

(Consistency Seeking) 현상으로 직무소외가 레드테이프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레드테이프와 직무소외 간 양방향적 영향이 존재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직무소외가 레드테이프 인식에

미치는 영향까지 합하여 양방향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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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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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ed on Police Officers

Park Ilsu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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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d tap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mong street-level police

officers. Studies on red tape have mostly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managers, which was criticized for excluding the majority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providing biased result.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research red tape, focusing on street-level police

officers.

As a part of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highly required in police

organizations to keep rules and observe procedures. Since red tape is

defined as a burdensome rules and procedures, such an emphasis on

rules and procedures in police organizations may lead to increasing

red tap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s the concept of how effectiv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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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is in achieving its goal. In this study, job alienation and

job satisfaction were used to measur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lienation is defined as a cognitive stat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work. Those who are alienated from work regard it

as means to the end of making a living and may take a passive

attitude.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definition of job satisfaction. In this

study, job satisfaction is defined as how content an individual is with

his or her job. High alienation and low job satisfaction among police

officers could lower the quality of police servic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tudy on alien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police

officers.

Two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 centralization and

formalization - which are known to be related to job alienation and

job satisfaction, are added to independent variables. Since there are

mixed support on the effect of formalization on job alienation and job

satisfaction,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clear relationship.

Questionnaires are made with reference to preceding researches,

modifying some questions to make it appropriate to the purpose of

the research.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400 police officers

taking training courses in Police Training Institute. 294 were available

among replied 354 questionnaires.

Research was proceeded by performing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Questionnaires are found to

be valid and reliable. And each variables correlated to all the other

variables.

All independent variables - red tape, centralization, formalization –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job alienation and job satisfaction.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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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 and centralization increased job alienation, but decreased job

satisfaction. Formalization, in reverse, decreased job alienation but

increased job satisfaction.

To decrease job alienation and increase job satisfaction, the degree

of centralization needs to be lowered and wider autonomy should be

given to street-level police officers. However, it is inspiring that the

respondents evaluated the degree of centralization as lower than

common level.

The result also implies that formalization increas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proving explicit rules and guidelines to police officers

who routinely confront diverse and complex cases. However, careful

attention must be paid to prevent rules and procedures from turning

into red tape. Because red tape increases job alienation and decreases

job satisfaction.

Meanwhile, increasing rate of job alienation over red tape was

higher among officers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public security

department. To take it into account that police officers are required

to work in public security department in turn, high job alienation in

public security department could be explained. However, much effort

needs to be put forth to decrease job alienation among police officers

in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Key Words : Red Tape, Centralization, Formalization, Job Alienation,

Job Satisfaction

Student Number : 2014-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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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집권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속한 부서에서는 상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속한 부서에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면 금방 제지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는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공식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업무를 위해 명확히 문서화된 규정이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무 권한은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명확한 규정에 의해 근무 평가가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문서화 된 매뉴얼ㆍ일정 등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권한ㆍ의무ㆍ책임 등의 세부사항ㆍ절차 등은 
문서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명문화된 규정은 근무자의 노력 정도를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업무 계획ㆍ매뉴얼 등은 근무에 필수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문서화된 규정과 목표 간 모순 또는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문서화된 규정과 실무 간 모순 또는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레드테이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질문

1

레드테이프가 조직 효율성에 악영향을 주는 부담스러운 행정규칙이나 절차를 
의미한다고 할 때, 귀하가 속한 부서의 레드테이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약함                                                        매우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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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신규 정책을 구상해 착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복잡한 법규와 절차 때문에 나의 업무처리능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물품ㆍ장비를 신청ㆍ구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속한 부서에서는 업무처리결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속한 부서에서는 최종 결재를 받기까지 절
차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직무소외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근무하면서 기대하는 일이라고는 월급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근무 중에는 시간이 잘 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무전기ㆍ컴퓨터 등 장비들이 나를 지배하는 듯한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일할 때 기계의 부속품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출근하러 갈 때 억지로 몸을 이끌고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은 직무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방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업무량이나 난이도에 비해 급여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특별ㆍ심사승진, 표창 등 포상의 공정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능력을 인정받는 정도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업무수행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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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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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② 전문대 재ㆍ졸   ③ 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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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근무 부서는?
    ① 경무      ② 생활안전      ③ 수사ㆍ형사 ④ 경비      ⑤ 교통      
    ⑥ 정보      ⑦ 보안ㆍ외사    ⑧ 기타(           )

8. 귀하의 소속은?
    ① 경찰청ㆍ지방청        ② 경찰서           ③ 지구대           ④ 기동대
    ⑤ 교육기관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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