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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9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생도 330명 모집에 1만 1,281명이 지원해 

개교 이래 최고인 3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7년 기준 육사 장

교 1인당 양성비용은 234,307,000원으로 삼사 장교 101,662,000원, 학

군 장교 15,370,000원, 학사 장교 13,863,000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높은 입학 경쟁률과 많은 양성 비용을 고려했을 때, 육사 장

교들의 이직은 군의 우수인력 유출과 예산낭비로 지적된다. 그리고 실제 

2013~2017년 육사 장교의 조기전역 현황을 살펴보면 조기 전역자가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역 비율이 14.6%를 

기록했다. 아울러, 육사 장교뿐만 아니라 다른 출신의 우수한 장교들이 

군 조직을 떠나는 것도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군의 입장에서 바람

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에서 우수 인력이 왜 이직의

도를 갖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

다.

육군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이직의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는 보상, 

조직침묵 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육군에서 

실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관 참모장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레드

테이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이 이직의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육군에서 참모로 근무하고 있는 중ㆍ대위 위관장교들

이 업무 간 레드테이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이

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레드

테이프와 이직의도 간에 장교 임관구분(육사, 비육사)과 참모유형(인사, 

정보, 작전ㆍ교육, 군수ㆍ지원, 기타)이 각각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레드테이프는 Bozeman(2000)의 연구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 규제, 절차로서 순응해야 할 부담이 따르지

만, 해당 규정이 의도하고 있는 정당한 목표나 기능의 달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안병철(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레드테이프를 

- ⅰ -



‘유형 Ⅰ. 업무지연ㆍ절차복잡’, ‘유형 Ⅱ. 문서과다’로 구분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선행연구의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

다. 작성된 설문은 육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위 및 대위 위관 장교들에

게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273부의 응답 중 유효한 174부를 바탕으로 분

석을 진행하였다.

자료를 분석할 때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후 가설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일변량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육군 위관 참모장교들은 레드테이프 ‘Ⅰ. 업무지연ㆍ절차복

잡’, ‘Ⅱ. 문서과다’라는 유형 모두에서 레드테이프 수준을 보통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레드테이프 ‘Ⅰ. 업무지연ㆍ절차복잡’, ‘Ⅱ. 문

서과다’ 모두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장교의 임관구분 및 참모유형에 따른 각각의 조절효과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육군 위관 장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육

군 조직의 레드테이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와 관

련, 육군 차원에서 우수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레드테이프에 대

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육군, 참모 장교, 레드테이프, 이직의도, 조절효과

학  번 : 2017-2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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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2019학년도 79기 생도 330명 모집에 1만 

1,281명이 지원해 개교 이래 최고인 3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122명이 증가한 것이며, 2년 연속 지원자가 

1만 명을 넘었다. 지원자 중 합격생들은 육사 4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

업을 함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이후 장기복무 군인으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표 1> 최근 5년간 육사 입학 경쟁률1)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모집인원(명) 310 310 310 310 330

지원인원(명) 5,759 6,825 9,659 10,159 11,281

경쟁률 18.6 : 1 22.0 : 1 31.2 : 1 32.8 : 1 34.2 : 1

육군 장교의 임관 방법은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삼사관학교(이하 삼

사) 졸업, 학군사관 후보생을 통한 임관, 학사사관 후보생 교육을 통한 

임관, 간부사관 후보생 과정을 통한 임관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여러 

방식으로 임관된 장교들 중에서 처음부터 장기복무 군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육사 장교가 유일하다. 군인사법 제 6조에 따르면 육사 장교들은 

임관 시부터 장기복무 장교로 분류되며, 동법 제 7조에 따라 의무복무기

1)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국방부 답변(2018. 9. 4.)

   (https://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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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10년이나,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

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라 군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을 허가할 수 있다.

임천영(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 전에 조기전역할 수 있

는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에 대해 장교로서의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로를 바꿔야 하는 등 지속적인 복무가 어려운 경우

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육사 장교들은 기본적으로 장기복무 군인이다. 육사

에 입학할 때부터 이러한 점을 알고 졸업 및 임관을 하게 된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5년차에 조기전역하는 육사 

장교들이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육사 장교들의 

5년차 조기전역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표 2> 2013~2017년 육사 장교의 조기전역 현황2)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임관 인원 236 215 220 207 212

조기전역자 10 19 17 20 31

전역 비율 4.2 8.8 7.7 9.7 14.6

(단위 : 명, %)

일반적으로 육사 장교들은 높은 입학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어 임관한 

우수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17년 기준 장교 양성 과정별 

1인당 양성 비용은 육사 장교 234,307,000원, 삼사 장교 101,662,000

원, 학군 장교 15,370,000원, 학사 장교 13,863,000원이다.3) 1인당 양

2) 유용원의 군사세계(안규백 위원실 국정감사 자료 인용)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81&num=421)

3)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국방부 답변(2018. 9.21.)

   (https://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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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용을 비교할 때 육사 장교의 양성 비용이 다른 장교 양성 비용에 비

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육사 장교들의 이

직은 군의 우수인력 유출과 예산낭비로 지적된다. 아울러, 육사 장교뿐

만 아니라 다른 출신의 우수한 장교들이 군 조직을 떠나는 것도 강한 군

대를 구현하기 위한 군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Mowday, Porter & Steers(1982)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의 이

직은 해당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 채용, 배치, 교육훈련에 조직이 투자한 

시간, 비용을 감안하면 조직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또한, 결원 발생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조직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조

직효과성과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직

으로 인한 비용은 단순히 조직의 능률저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

인의 이직이 조직 내 잔류한 동료 구성원들의 부정적 직무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하여 과연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육사 장교를 비롯한 육군 장교들이 이직의도를 갖게 되는지를 실증

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육군 장교들이 일반적으로 수행

하게 되는 직책을 살펴보자. 육군 전투병과 장교를 기준으로 볼 때, 우

선 1년간의 소대장 직책을 맡게 된다. 이어, 대대 또는 연대 이상 조직

의 참모 직책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후, 고등군사 교육 과정을 받고 중

대장 직책을 수행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직업군인으로 군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인지, 이직의도를 갖고 5년차에 조기전역을 신청할지 결

정을 하게 된다. 5년차 전역 이전 일반적인 경력으로 볼 때, 위관 참모

장교로 근무하는 것이 앞으로 어떠한 진로를 설정할지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여지며, 특히 실제 병력을 지휘하는 소대장과 달리 실무자로서 

근무하는 참모장교로서의 경험이 진로 결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육군에서 참모 장교로 근무하며 조직의 어떠한 점으로 인

해 이직의도를 갖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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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순(2016)은 경찰공무원들이 조직에서 레드테이프를 인식하고 있

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의 레드테이프에 대한 인식이 직무소외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군대 조직도 경찰과 유사하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

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구성원들이 군대에 대해서 레드테이프를 어느 정

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수한 군인들이 이직의도를 갖지 않고 군에서 지속 근무하며 강한 군

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레드테이프 제거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

키는 것이 본 연구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육군에서 참모로 근무하고 있는 중ㆍ대위 위관장교들이 업

무를 수행하며 레드테이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장

교의 임관구분(육사, 비육사)과 참모유형(인사, 정보, 작전ㆍ교육, 군수, 

지원, 기타)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육군 조직의 레드테이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살펴보고 

우수한 인력이 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육군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특히, 다른 임관 출신 장교들과 달리 임관 

시부터 장기복무자로 분류되는 육사 출신 장교들이 위관 참모장교로 근

무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 규제, 절차로서 순응해야 할 부담이 

따르지만, 해당 규정이 의도하고 있는 정당한 목표나 기능의 달성과는 

무관한 것(Bozeman, 2000)’으로 정의되는 레드테이프를 인식하여 군대

를 떠나고자 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를 바탕으로 육사 장교뿐만 아니라 장기복무 장교들의 레드테이프에 대

한 인식을 줄일 수 있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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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를 통해 육군 위관 참모장교의 레드테이프 인

식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장교 임관구분 및 참모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참고로 할 점은 이직의도는 위관 참

모장교들이 스스로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직

의도가 실제 이직으로 연결되었는지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육군 위관 참모장교들의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최종학

력, 계급, 병과, 근속기간, 부대유형, 근무제대 등 개인적 특성은 고려하

지 않기로 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모집단은 육군에서 참모로 

근무하는 위관장교이다. 표본추출방식으로는 편의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

여 부대 및 개인의 여건이 가용한 인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단, 편의추출방식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장교의 임관구분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출신의 임관장교들을 설문대상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서베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대한 개인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설문기간은 2018. 9. 3.~10.16.로 약 한 달 

반이었다. 

설문결과 분석 시에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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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육군 위관 참모장교에 대한 이해

1. 장교의 임관구분

장교는 어떠한 방식으로 임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사, 삼사, 학군사

관, 학사사관, 간부사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4) 

첫째, 육사 출신 장교란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교육을 받고 졸업 및 

임관을 한 인원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군인사법 제 6조에 따라 임관 시

부터 장기복무자로 분류되며, 동법 제 7조 1항에 근거하여 의무복무기간

은 10년이나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삼사 출신 장교란 4년제 대학 2학년 과정 수료, 혹은 전문대 졸

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인원들이 입학하여 2년간의 학위 및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 및 임관을 한 인원들을 말한다. 삼사 출신 장교들

은 육사 출신 장교와 달리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6년 의무복무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의무복무기간 내에 장기복

무 신청을 하여 선발되거나, 6년 복무 후 전역을 하게 된다.

셋째, 학군 장교란 4년제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기 중에 군사교육을 

받고 임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2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부여받게 된

다. 이들은 의무복무 기간 내에 장기복무자로 선발되거나 2년 후에 전역

을 할 수 있다. 

넷째, 학사 장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중에

서 소정의 선발시험을 통과하고 장교후보생 교육을 이수하여 임관하게 

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본인

4) 대한민국 육군모집 홈페이지

   (https://www.goarmy.mil.kr:447/2016/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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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희망에 따라 장기복무에 지원하거나 3년 후에 전역을 하게 된다. 

다섯째, 간부사관이란 병사 계급 중 상병 이상, 부사관 계급 중 하사 

이상의 군복무자 중 4년제 대학교 2학년 과정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자

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 인원이 지원 및 선발을 통해서 임관하는 장

교를 의미한다. 이들 또한 기본적으로 3년의 의무복무를 부여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장기복무지원을 하거나, 3년 복무가 끝나면 전역을 하게 

된다.

2. 육군 위관 참모장교의 업무 성격

육군의 위관 참모 직책 유형을 살펴보면, 인사 업무 담당자, 정보 및 

보안 업무 담당자, 작전 및 교육훈련 담당자, 각종 물자 지원 등을 담당

하는 군수 및 지원업무 담당자로 구분할 수 있다.

위관참모들은 통상 1~2년 동안 소대장 직책을 마친 인원 중에서 장기

복무자 또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원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서 육군에서 참모로 근무하고 있는 중ㆍ대위 위관참모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은 인원들

이 참모 직책을 수행하며 어떠한 이유로 이직의도를 갖게 되는지 알아보

기 위함이다.

제2절 레드테이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레드테이프의 정의

레드테이프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다. 

Chandler & Plano(1982)는 레드테이프가 17세기 영국에서 사용된 규

정집을 묶는 노끈에서 유래되었다고 밝히고, 그 뒤에는 규정과 무관하게 

불신을 받고 있는 정부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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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zeman(2000)은 Merton(1939)의 조직 규정에 대한 언급을 레드테

이프 논의의 단초로 보고 있다. Merton(1939)은 규정을 만드는 것은 조

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긴 하지만 규정을 맹목적으로 따르

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도 규

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면 규정이 비효율을 초래하게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Goodsell(1983)의 연구에서는 레드테이프를 ‘규칙과 절차 등으로 인한 

제약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와 번거로움’으로 정의

하였다.

Rosenfeld(1984)는 레드테이프를 ‘의사결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과도

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무의미한 가이드라인, 절차, 형식’이라고 정의하

였다. 

Bozeman(1993)은 레드테이프는 공식화와 구별해야 하며 중립적인 개

념인 공식화와 달리, 레드테이프에는 부정적인 의미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레드테이프를 ‘조직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목표를 달성

하는 데 아무런 효능이 없으나, 따라야 하는 규정과 절차’라고 밝혔다. 

이후, Bozeman(2000)은 레드테이프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 규제, 

절차로서 순응해야 할 부담이 따르지만, 해당 규정이 의도하고 있는 정

당한 목표나 기능의 달성과는 무관한 것(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 that remain in force and entail a compliance burden but 

do not advance the legitimate purposes the rules were intended to 

serve.)’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Bozeman(2000)은 논의를 확장하여 

레드테이프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

자 레드테이프(stakeholder red tape)’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는

데, 이를 ‘특정한 이해관계자의 목표 달성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부담스러운 규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 살펴본 여러 가지 레드테이프에 대한 개념 중에서 본 연구는 ‘현

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 규제, 절차로서 순응해야 할 부담이 따르지만, 

해당 규정이 의도하고 있는 정당한 목표나 기능의 달성과는 무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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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 that remain in force and entail 

a compliance burden but do not advance the legitimate purposes 

the rules were intended to serve.)’이라는 Bozeman(2000)의 레드테

이프 정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2. 레드테이프의 발생 원인

레드테이프의 발생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Rainey, Pandey & Bozeman(1995)의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에 레드테

이프가 발생하는 원인을 목표 모호성 가설(Goal Ambiguity 

Hypothesis), 권한 불안감 가설(Insecurity Hypothesis), 성과기대 가설

(Expectancy Hypothesis) 등 세 가지 모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목표 모호성 가설은 공공조직에서 레드테이프가 발생하는 원인

을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처럼 생

산 및 판매를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이

라는 목표 자체가 애매하여 성과를 확인하기가 제한되고 성과에 대한 정

확한 평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공공조직 관리자들이 목표 달성 

및 평가와 관련된 과도한 규정과 절차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따르기를 강

요함으로써 레드테이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권한 불안감 가설은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자신의 권한이 약화

되는 것을 우려하여 레드테이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본다. 관리자들은 

내외부의 정치적 개입, 노동조합, 이익집단 등에 의해 자신의 권한이 약

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껴 부하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성과기대 가설은 공공기관 관리자들이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을 

기대함으로 인해 레드테이프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다. 민간부문은 업

무수행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라는 명확한 보상이 따른다. 하지만 공공부

문은 업무수행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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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산 확대, 인력 확충 등의 보상을 바라게 된다. 이와 관련, 획득한 

예산과 인력이 다시 삭감되거나 감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드테

이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Bozeman(2000)은 레드테이프 발생 원인을 규칙발생적 레드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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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e)로 구분했다.

먼저, 규칙발생적 레드테이프에 대해 살펴보자. 규칙발생적 레드테이프

는 만들어질 때부터 비효율적인 규칙을 의미하며, 이를 발생시키는 다섯 

가지 원인은 아래와 같다. 

첫째, 규정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inadequate comprehension)가 레드

테이프를 발생시킨다.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를 충분하게 이해하

지 못하기 때문에 레드테이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레드테이프의 발생원인은 세력을 강화하는 기능(self- 

aggrandization)과 관련이 있다. 조직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규정이 만들

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사람이나 집단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규

정이 만들어짐으로써 레드테이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부정적 총합(negative sum compromise)이 레드테이프의 발생 

원인이다. 규정을 정할 때, 다양한 기능들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절충을 

하게 되면 본래 의도한 기능들이 강화되기보다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과도한 통제(overcontrol)가 레드테이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관리자가 조직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것을 규칙에 따

라 통제하려 하는 경우에 불필요한 규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연구자

는 이를 레드테이프 발생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다섯째, 절차의 부정적 총합(negative sum process)이 레드테이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전혀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규정을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된다. 이때 불필요한 규정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규칙진화적 레드테이프와 관련하여 Bozeman(2000)은 기존에는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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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던 규칙이 변화하여 레드테이프가 되기도 한다고 하며, ‘조직 유

령(organizational phantoms)’과 ‘조직 엔트로피(organizational 

entrophy)’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조직 유령’이란 처음 규정을 만든 사

람들은 조직에서 모두 사라지고 규정만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조직 엔트로피’란 기존의 규정이 조직 시스템 내에서 망가지거나 해

체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어, 연구자가 밝힌 규칙진화적 레

드테이프의 여섯 가지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칙 표류(rule drift)가 레드테이프를 발생시킨다. 이는 ‘조직 유

령’과 관련이 있다. 규칙이 더 이상 필요 없는데도 조직에 있는 사람들

이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없애지 않고 따르게 되

어 레드테이프가 되는 경우이다.

둘째, 이행 과정에서의 변화(implementation change)가 레드테이프의 

발생 원인이다. 규정 자체만 보면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현실은 복잡한 경우에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레드테

이프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능적 목표의 변화(change in the functional object)가 레드테

이프를 초래한다. 조직의 기능적 목표가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레드테이프가 된다.

넷째, 환경의 변화(change in the rule’s ecology)가 레드테이프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정보통신기술 등 근무환경이 변화한 경우, 서

면 작업 요구 등 기존 규칙들이 레드테이프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규칙 부담(rule strain)이 레드테이프의 원인이 된다. 조직 운

영에 필요한 규칙이라 하더라도 규칙들이 과도하게 많아 구성원들이 따

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레드테이프가 된다.

여섯째, 규칙 대립(rule incompatibility)이 레드테이프의 원인이다. 조

직의 기능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규칙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레드테이프가 된다.

Scott & Pandey(2000)의 연구에서는 레드테이프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직 생애 주기(Organization Life Cycle)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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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조직이 만들어지고 규정은 점차 정교화 되고 있다. 그러다 환경

이 변화하거나 이전 규정과 맞지 않은 새로운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레

드테이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Pandey & Welch(2005)은 공공조직은 관리자가 조직 관리를 잘 하

고,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특성

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레드테이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

선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Kaufman(1977)의 연구에서는 민간조직보다 공공조직에서 레드테이프

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공조직에서 레드테이프가 많

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레드테이프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

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어

느 정도까지 줄일 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레드테이프의 유형

Baldwin(1990)의 연구에서는 레드테이프를 공식적 레드테이프, 비공

식적 레드테이프, 인사 레드테이프로 구분하였다. 

첫째, 공식적 레드테이프는 법률, 규칙, 규제, 절차 등의 결과로 조직

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적 레드테이프는 다시 조

직 스스로가 제약의 원인이 되는 내부적 레드테이프와 정부에 의해 제약

을 받게 되는 외부적 레드테이프로 나뉜다.

둘째, 비공식적 레드테이프란 정당, 언론, 여론, 이익집단 등 비공식적

인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제약을 뜻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정

부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수많은 이해관계

자가 정부에 압박을 가하게 됨에 따라 레드테이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이다.

셋째, 인사 레드테이프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직원을 평가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레드테이프를 의미한다. 정치권에서 공무원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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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잡한 

인사규정을 만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목표의 모호성이라는 공공

조직의 특성과 관련하여 성과를 평가할 때 변화하는 환경과 무관하게 기

존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레드테이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Bozeman(1993)은 레드테이프의 발생 원천과 영향에 따라 일반적 레

드테이프(ordinary red tape), 조직간 레드테이프(interorgani- zational 

red tape), 외부 통제 레드테이프(external control red tape), 통과형 

레드테이프(pass-through red tape)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일반적 레드테이프는 조직 내부에서 레드테이프가 발생하고, 외

부 고객이나 기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장 논의가 많이 이

루어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직간 레드테이프는 조직 내부에서 레드테이프가 발생하고 조

직 내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뜻한다. 이는 조직 내부의 규칙이나 행정 

절차 등에서 익숙하게 발생한다.  

셋째, 외부 통제 레드테이프는 외부에서 레드테이프가 발생하여 조직 

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주로 상부 기관이 하부 기관에 통제를 강화

하려는 경우에 발생한다. 

넷째, 통과 레드테이프란 조직 외부에서 레드테이프가 발생하여 조직 

외부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레드테이프가 조직 내부를 

통과하여 외부에서 발생하고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안병철(2010)의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레드테이프를 업무

지연, 절차복잡, 문서과다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업무지연이란 규칙과 절차 준수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것

을 의미한다(Bozeman & Scott, 1996; Bozeman, 2000; Pandey & 

Welch, 2005). 조직 내 규칙과 절차준수가 업무처리지체를 초래하는 것

이다. 업무처리지연은 의사결정을 질질 끄는 관료들의 반응으로 나타나

서 규칙과 절차의 준수가 부정적 조직성과를 야기한다(Pandey & 

Kingsley, 2000; Walker & Brewer, 2008).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규정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업무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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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테이프의 중요성은 그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이며, 이런 점에서 레드

테이프라 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지연(administrative delay)으로 파악하

는 경우가 다수이다(Bozeman & Crow, 1991; Welch & Pandey, 

2007; 한인섭, 2007). 

둘째, 절차복잡은 규칙과 절차준수가 업무처리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

하는 경우를 뜻한다(최영훈, 2002; 박종구 외, 2005). 규칙과 절차의 강

조가 업무처리과정에 불필요한 순응비용을 부담한다. 규칙준수의 경직성

이 업무처리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이로 인해 다단계의 날인절차를 거

치게 되어 그것이 업무처리 비효율성으로 이어진다(Bozeman & 

Bretschneider, 1994).

셋째, 문서과다란 규칙과 절차준수로 인해 과다한 서류작업이 요구되

는 것을 뜻한다(Scott & Pandey, 2005; Pandey & Welch, 2005 ). 업

무처리 과정에서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주로 문서에 의존한

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규칙과 절차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업

무의 내용보다는 과다한 구비서류나 복잡한 서식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규칙과 절차준수로 인해 문서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작업해야 하는 문서작업의 양이 과다해질 수 있다. 즉, 본래 목적은 사

라지고 수단에만 집착하는 형식주의가 초래되는 것이다. 

4. 군에서의 레드테이프

민진(2008)의 연구를 통해 군대조직의 레드테이프에 대한 속성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군대조직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제시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 

수집과 확인을 위해 질문지법에 의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로 선정된 인원들은 육ㆍ해ㆍ공군에서 최소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장교 25명이다. 

레드테이프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군대문화는 

관료주의적(권위적이며 형식주의적)이라는 것이다. 군대조직의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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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에 대한 군사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정말 그렇다’와 ‘그렇다’에 25

명 전원이 동의하였다. 또한 군대조직의 형식주의문화에 대한 설문에서

도 ‘정말 그렇다’와 ‘그렇다’에 25명이 전원 동의하였다. 연구에서 형식

주의란 내용이나 실질보다는 형식, 절차, 선례와 관습 등에 지나치게 집

착하는 성향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평시에 문서와 서류

가 강조되고 의식과 의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레드테이프의 유형 중에서 군대라는 공식적인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Baldwin(1990)의 공식적 레드테이프의 개념을 준

용한다. 또한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규칙, 절차 등을 만들

고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ozeman(1993)의 조직간 레드테이프, 

그리고 대대와 연대는 사단 또는 군단이라는 상급조직의 통제를 받는다

는 점에서 외부 통제 레드테이프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레드테이프의 세부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안병철(2010)이 구분한 레드

테이프 유형인 업무지연, 절차복잡, 문서과다라는 세 가지 분류를 참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업무지연과 절차복잡의 구분이 모호하다

고 판단하여 업무지연과 절차복잡을 합쳐서 한 가지 유형(레드테이프 유

형Ⅰ)으로 문서과다를 다른 유형(레드테이프 유형Ⅱ)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군대조직의 특성을 연구한 민진(2008)은 군대조직이 지휘관에게 

지나치게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

조직의 집권성은 어느 조직보다 높으며, 지휘관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군대조직 특성이 레드테이프

의 업무지연 및 절차복잡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군대조직의 

행정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는 정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

다. 군대 행정업무에 대해서 규정, 절차가 문서화,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

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레드테이프의 문서과다와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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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직의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이직의 정의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직

(turnover)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이직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Price(1977)는 이직을 ‘사회의 구성원이 경계를 이동하는 개인 이동경

로’ 라고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직을 배치전환, 취업, 

퇴직, 승진 등으로 구분하였다. 

Mobley(1982)는 ‘종사자가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자격을 

중단하는 것’라고 정의하여, 종사자를 금전적 보상을 받는 자이며 조직 

내부의 전환이 아닌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을 종결하는 것으로 한정

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구성원의 의사결정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발적 이직(voluntary 

turnover)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보다 나은 조직에 취

업하거나, 개인적 신상 문제로 인해 구성원 스스로가 선택한 것을 의미

한다.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involuntary turnover)은 정년경과, 조직

으로부터 해고, 종사자의 사망과 같이 구성원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되는 것을 뜻한다.

김원규(2012)는 이직을 ‘넓은 의미의 재직(job tenure)의 반대 개념으

로서 현재의 담당 업무를 그만두고 다른 직무나 조직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며 구성원 이동(employee turnover)의 한 측면이다’라고 정의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Mobley(1982)의 연구에서 밝힌 ‘조직 구성원으로 신분

을 종결하는 것’이라는 이직의 정의를 따랐다. 또한, 이직의 구분과 관련

하여서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스스로 떠나는 자발적 이직에 초점을 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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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의도의 개념

이직의도란 Mobley(1982)의 이직에 대한 두 가지 구분 중에서 자발

적 이직과 관련이 있다. 이직의도는 자발적 이직에 도달하기 전 단계로 

조직을 떠나고자하는 의지 및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직

의도를 가진 모든 구성원이 이직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으나 기존 많은 연

구를 통해 이직의도가 이직에 대한 직접적 예측변수라는 것을 검증하였

다(Mobley et al, 1978; Price & Mueller, 1986; Hom & Griffeth, 

1995). 다시 말해, 이직의도와 이직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직의도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Price & Mueller(1981)는 이직의도를 ‘구성원이 본인이 속한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생각이나 결심’이라고 정의하였다. 

Bluedorn(1982)은 ‘조직에서 스스로 이탈하려는 의도’라고 이직의도를 

정의하였다. 

Meyer & Allen(1991)의 연구에서는 이직을 ‘현재 속한 조직에서 구

성원임을 포기하고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김도영 외(2016)는 군인의 이직의도를 분석하였는데, 이때의 이직의도

란 ‘군인이 군대라는 조직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닌 현재의 부

대를 벗어나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거나, 다른 업무를 갖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3. 군에서의 이직의도

구륜회 외(2018)의 연구에서는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이직의도

를 갖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 및 임관한 

후 5년이 되지 않은 위관장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를 직

무 특성(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직무스트레스)과 조직 특성(분

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임금, 승진기회, 복리후생)으로 분류하여, 이들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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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활용하였는데, 직무특성과 이직의도 간의 조절변수는 조직사회화라

는 조직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직 특성과 이직의도 간에는 심리적 임

파워멘트라는 개인 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조절변수로 활용된 조직사회화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조

작적 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사회화란 넓은 의미로 공

식적인 교육과정과 조직 구성원 개인이 시행착오를 통해 겪는 모든 학습

과정을 포괄하는 것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조직 내 특정 역할에 대한 

학습과정을 말한다(Van Maanen & Schein, 1979). 즉, 외부인이었던 

어느 개인이 조직에 들어가 조직 구성원이 되어 적응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Fisher, 1985). 다음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스스로 

직무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열정을 발휘하여 내면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직이 단순히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업

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변화가 생겨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Conger & Kanugo, 

1988).

연구 결과, 직무 특성 변인 중에는 자율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

을 주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정(+)의 영향을 주었다. 조직 특성변인 중

에서는 분배 및 절차공정성과 복리후생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

었다. 조절변수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로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특성 변인 중 절차공정성 및 복리후생과 각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쳤고, 조직사회화는 직무 특성 변인 중 자율성과 상호작

용하여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동관(2018)의 연구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이직의도를 

갖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육사 출신 장교들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인력관리 방안을 제

시하고, 조직 내 우수자원의 이직의도를 조절함으로써 인적자원의 효율

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보상인식의 네 가지 하위요인인 화폐적 직접보상, 비화폐적 

간접보상, 직무관련 보상, 직무환경 보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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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직무만족을 조절변수로 설정

하였다. 연구대상은 육사 졸업 후 임관 5년차 미만인 초급장교들이다. 

연구 결과, 보상인식의 하위요소 중 화폐적 직접보상과 직무환경 보상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에 

의한 조절효과는 직무환경 보상을 제외한 화폐적 직접보상, 비화페적 간

접보상, 직무관련 보상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김도영 외(2018)는 조직침묵, 조직냉소주의, 이직의도라는 변수를 바

탕으로 육군 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교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를 군을 떠나 새로운 직업을 갖

는 것이 아닌 ‘현재의 업무를 그만두고 지금의 부대를 벗어나는 개념’으

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침묵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직냉소주의는 조직침묵과 이직의도 수준

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직의도는 ‘구성원이 조직을 떠난다’는 공통

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속한 조직에서 구성원임을 

포기하고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라는 Price & Mueller(1981)의 이

직의도 정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레드테이프 관련 연구

레드테이프 관련 국내연구는 김병섭(1996)의 체계적인 연구 이후로 

김영민(1998), 박경효(1999), 장덕희(2002)의 후속연구로 상당한 연구진

척이 이루어지고 있다(안병철, 1993; 2000).

국외연구는 Kaufman(1977)을 시작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후, 

Bozeman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성과물을 축적하였다(Bozeman, 1993; 



- 20 -

구 분 주요 내용 대 상

Kaufman

(1977)

• 레드테이프란 느리고 번거로움, 분함, 

짜증을 의미

• 규정인 절차뿐만 아니라 레드테이프의 

결과로 여겨지는 지연(delay)이나 직무

만족도 등을 측정

공공조직

Rainey &

Sanjay (1995)

• 공사조직의 레드테이프 여부와 원인을 

조직구조 및 업무와 관련하여 목표모호

성, 불확실성 및 기대가설 등으로 설명

공공조직

민간조직

Bozeman &

DeHart-Davis

(1999)

• 원인으로 정치적 집행, 다수목표, 불명

확한 행태 등을 제시
정책사례

Moon &

Bretschneider

(2002)

• 레드테이프 원인으로 조직구조, 조직문

화, 환경, 리더의 기업가적 위험시도, 조

직능력(재정, 관리) 등을 제시, 통제변수

로 규모, 공/사, 지역적 위치 등을 선정

공공조직

Pandey &

Welch(2005)

• 레드테이프 원인으로 계층제, 형식주의, 

목표명확성, 보상기대, 전문화, 작업권위, 

위험분위기, 규칙관찰, 정치적 영향력, 조

직규모 등을 제시

공공조직

민간조직

김병섭

(1996)

• 레드테이프 영향요인으로 공사영역, 조

직의 집권화 및 정형화 정도, 조직원의 

목표 및 신뢰수준 등을 제시

공공조직

민간조직

2000).

레드테이프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레드테이프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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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효

(1999)

• 레드테이프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는 

권위주의, 형식주의, 사인주의 등 행정

문화변수와 개인특성변수(성별, 나이, 직

급, 경력), 상황적 요인은 외부환경변수

(외부통제, 공직 불신감)와 행정관리변

수(집권화, 정형화, 목표모호성, 보상체

계, 업무량, 감사제도)로 제시

공공조직

장덕희

(2002)

• 레드테이프 원인으로 규정, 절차 역기능

(과도한 공식화, 집권화, 정형화), 조직

문화(계층수, 조직관행, 조직경직정도, 

재량권정도) 등을 제시

공공조직

민간조직

박종구 외

(2005)

• 레드테이프란 조직 내 비효율적 규정, 

업무단계 지연을 의미

• 레드테이프 원인은 관행, 상관태도, 의

사소통수준, 외부통제(상부기관의 통제, 

민간기관으로부터 통제)  

공공조직

함요상 외

(2006)

• 레드테이프란 업무단계 지연 등 관료제 

병리현상을 의미

• 목표명확성, 연공서열, 업무만족도 등을 

측정비교

공공조직

민간조직

한인섭(2007)

• 레드테이프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 

절차로서 순응해야 할 부담이 따르지만 

해당 규정이 의도하고 있는 정당한 목

표의 달성과는 무관한 것

• 레드테이프 원인은 조직형태, 목표요인, 

조직규모, 외부적 통제, 신뢰요인

공공조직

민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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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대 상

구륜회 외

(2018)

• 독립변수 : 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직무스트레스,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임금, 승진기회, 복리

수행 

• 조절변수 : 조직사회화, 심리적 임파

워먼트

• 종속변수 : 이직의도

• 결과

  - 자율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복리후생은 각기 이직의도에 부

(-) 영향

  -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정

(+)의 영향

  - 조직사회화는 자율성과 이직의도 

간에 유의한 조절효과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절차공정

성, 복리후생과 이직의도 간에 

유의한 조절효과 

공군사관학교 

출신 임관 5년 

미만 장교

임동관

(2018)

• 독립변수 : 화폐적 직접보상, 비화폐

적 간접보상, 직무관련 보상, 직무

환경 보상

육군사관학교 

출신 임관 5년 

미만 장교

2. 이직의도 관련 연구

이직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국내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부기관, 민간기업 등이 아닌 군인의 이직의도를 연구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군인 대상 이직의도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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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변수 : 직무만족

• 종속변수 : 이직의도

• 결과 

  - 화폐적 직접보상, 직무환경 보상

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

  - 직무만족은 화폐적 직접보상, 비

화폐적 간접보상, 직무관련 보상

과 이직의도 간 유의한 조절효과

김도영 외

(2016)

• 독립변수 : 조직침묵 

• 매개변수 : 조직냉소주의 

• 종속변수 : 이직의도

• 결과 

  - 조직침묵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

  - 조직냉소주의는 조직침묵과 이직

의도 간 유의한 매개효과

육군

하사~소령 

계급

3. 선행연구의 한계

본 연구와 관련하여 레드테이프 및 이직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레드테이프 관련 기존의 다수 연구는 레드테이프를 종속변수로 

레드테이프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는 레드테이프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직의도라는 종속변수

의 독립변수로 활용하였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둘째, 군 관련 이직의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유의한 독립변수로 ‘자

율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스트레스(구륜회 외, 2018)’, ‘화폐적 

직접보상, 직무환경 보상(임동관, 2018)’, ‘조직침묵(김도영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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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레드테이프가 군인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현

상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때문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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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육군 위관 참모장교들이 레드테이프에 대해서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하고, 이러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관 참모장교들을 육사 장교와 비

육사 장교라는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알아보고, 참모 직책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과 관련하여, 독립변수는 레드테이프로 설정하였다. 이

때 레드테이프를 안병철(2010)이 구분한 업무지연, 절차복잡, 문서과다

를 다시 두 가지 범주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레드테이프 Ⅰ)과 문서과다

(레드테이프 Ⅱ)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는 군인의 이직의도로 설정하였다. 

조절변수는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 장교의 임관구분과 관련

하여 육사 장교와 비육사 장교로 구분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비육사 장교에는 삼사, 학군, 학사, 

간부사관 출신 장교들을 포함하였다. 두 번째는 참모유형에 따라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참모유형은 참모 

직책 및 업무 구분에 따라 인사, 정보, 작전ㆍ교육, 군수ㆍ지원, 기타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통제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인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최종학력, 계급, 병과, 근속기간, 부대유형, 근무제대 등 아홉 가지로 선

정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구상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 26 -

<그림 1> 연구모형

참모유형

(인사 / 정보 / 작전ㆍ교육 / 군수ㆍ지원 / 기타)

레드테이프

   -Ⅰ. 업무지연ㆍ

   절차복잡

  -Ⅱ. 문서과다

이직의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A>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최종학력, 계급, 

병과, 근속기간, 부대유형, 근무제대

<통제변수>

(＋)

임관구분

(육사/비육사)

<조절변수 B>

2. 가설 설정

위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따라 레드테이프가 이직의도에 대하여 미치

는 영향과 장교의 임관구분 및 참모 직책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1) 레드테이프와 이직의도의 관계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레드테이프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때 레드테이프를 업무지연ㆍ절차복

잡, 문서과다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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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가설 Ⅰ

Ⅰ-1 : 레드테이프 Ⅰ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

수록 이직의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Ⅰ-2 :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의

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2) 조절변수 A를 통한 레드테이프와 이직의도 관계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장교의 임관구분을 조절변수로 설정하

여 레드테이프의 두 가지 유형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 문서과다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나타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 

장교의 임관구분을 조절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육사 출신 장교들을 유

능하다고 보는 외부적 인식과 육사 장교들의 개인적인 인식 때문이다. 

우선, 외부적으로 볼 때 육사 입학 경쟁률은 매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를 근거로 육사 장교들이 유능하다고 생각

한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실시한 육사 장교들에 대한 면담 결

과 다수의 육사 장교들은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더 나은 직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러한 육사 장교들의 인식이 비육

사 장교들과 차별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레드테이프와 이직의도 간에 조

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표 6> 연구 가설 Ⅱ

Ⅱ-1 : 장교의 임관구분(육사/비육사)은 ‘레드테이프 Ⅰ인 업무지연ㆍ절

차복잡’과 ‘이직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Ⅱ-2 : 장교의 임관구분(육사/비육사)은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와 

‘이직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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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변수 B를 통한 레드테이프와 이직의도 관계

다음 연구문제는 참모 직책 유형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레드테이프의 

두 가지 유형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 문서과다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나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보통 위관참모

들은 인사업무, 정보업무, 작전 및 교육업무, 군수 및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참모유형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참모유형을 조절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군인들이 특정한 참모유형을 다

른 참모유형에 비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인 

위관 참모장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교들도 참모유형 중 작전ㆍ교육특

기 등 일부 참모유형을 다른 보직에 비해서 힘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

식하고 있다. 일례로, 작전ㆍ교육특기는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많고, 문

서결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작전ㆍ교육특기에서 

참모로 근무를 하게 되면 차후 보직이나 진급 등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다. 한편,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인사가 만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과도한 문서작업이 수반된다고 인식하

고 있다. 

이처럼, 참모유형에 따른 군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참모유형이 레드

테이프와 이직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표 7> 연구 가설 Ⅲ 

Ⅲ-1 : 참모유형은 ‘레드테이프 Ⅰ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이직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Ⅲ-2 : 참모유형은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와 ‘이직의도’ 간에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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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모든 변수들은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을 확인하

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각각의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살펴본 이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설문문항도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것들을 사용하여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자 하였다.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레드테이프이고, 이를 세부적으로 업무지연ㆍ절

차복잡, 문서과다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먼저, 레드테이프는 Bozeman(2000)의 연구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

는 규정, 규제, 절차로서 순응해야 할 부담이 따르지만, 해당 규정이 의

도하고 있는 정당한 목표나 기능의 달성과는 무관한 것(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 that remain in force and entail a 

compliance burden but do not advance the legitimate purposes the 

rules were intended to serve.)’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레드테이프의 유형은 안병철(2010)의 세 가지 구분을 토대

로 두 가지로 재분류하였다. 안병철(2010)의 연구에서는 레드테이프를 

업무지연, 절차복잡, 문서과다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레드테이

프 중 업무지연이란 규칙과 절차 준수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레드테이프 중 절차복잡이란 규칙과 

절차준수가 업무처리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조작적으로 정

의하였다. 셋째, 레드테이프 중 문서과다란 규칙과 절차준수로 인해 과

다한 서류작업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업무지연과 절차복잡은 구분이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지

연ㆍ절차복잡(레드테이프 Ⅰ)과 문서과다(레드테이프 Ⅱ)로 두 가지로 구

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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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연ㆍ절차복잡, 문서과다에 대한 레드테이프를 측정함에 있어서

는 안병철(2010)의 연구에 제시된 설문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군대라는 

조직 특성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다. 두 가지 범주에 대한 설문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도 측정하였다. 

<표 8> 레드테이프 관련 설문 문항 

레

드

테

이

프

Ⅰ.

업무지연

ㆍ

절차복잡

Ⅰ-1. 신규사업(정책)을 구상해 착수할 때까지 걸리는 시

간이 긴 편이다.

Ⅰ-2. 복잡한 규정과 절차 때문에 나의 업무처리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있다.

Ⅰ-3. 물품구입 및 장비구입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Ⅰ-4. 우리조직은 업무처리의 결재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Ⅰ-5. 우리조직은 최종결재를 받기까지 절차가 많다.

Ⅰ-6. 우리조직은 업무처리과정에 성가신 규칙이 많고 절

차도 복잡하다.

Ⅱ.

문서과다

Ⅰ-7. 하루에 발송하거나 접수하는 문서의 양이 많다.

Ⅰ-8. 업무처리규정에는 많은 문서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Ⅰ-9. 업무처리과정에서 문서작업이 많다.

2. 종속변수

이직의도는 Price & Mueller(1981)의 연구에 따라 ‘현재 속한 조직에

서 구성원임을 포기하고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라고 조작적으로 정

의하였다.

이직의도의 측정은 Cammann, Fichman, Jenkins & Klesh(1979)의 

문항을 하민정(2008)이 번역하여 사용한 문항, Lawler(1973)의 문항을 

박현숙(2002)이 번역해 사용한 문항, 그리고 Price & Mueller(1986)의 

문항을 서영준(1995)이 번역해 사용한 문항 중 중복되는 문항을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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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영(2009)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7개이며, 리커

트 5점 척도방식을 적용하였다.

<표 9> 이직의도 관련 설문 문항

이직의도

Ⅱ-1. 나는 조직을 떠날 생각을 종종 한다.

Ⅱ-2. 나는 앞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Ⅱ-3. 나는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다

Ⅱ-4. 만일 내가 조직을 다시 선택한다면, 나는 현재의 조직을 

선택할 것이다.

Ⅱ-5. 보다 나은 타 직종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

가 있다.

Ⅱ-6. 새로운 직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Ⅱ-7. 똑같은 월급을 준다면 다른 직업으로 옮기고 싶다.

3.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두 가지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조절변수는 장교의 임관구분이다. 임관 시부터 장기복무자인 

육사 장교라는 첫 번째 집단과 임관 시 중ㆍ단기 복무자로 구분되는 삼

사ㆍ학군ㆍ학사ㆍ간부사관 출신 장교라는 두 번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조절변수는 참모 직책의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육군 전투병과

의 육군 참모유형은 인사업무, 정보업무, 작전 및 교육업무, 군수 및 지

원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그 외 일부 부대에만 직책이 존재하는 통신업

무, 보급업무, 의무행정업무 담당자 등은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조절변수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표 10> 조절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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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설문구성 구  분

조절변수
임관구분

육사

⇨

육사

삼사

비육사
학군

학사

간부사관

참모유형 인사, 정보, 작전ㆍ교육, 군수ㆍ지원, 기타

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인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최종학력, 계급, 병과, 근속기간, 부대유형, 근무제대 등이다. 이러한 요

소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경찰공무원의 레드테이프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박일순(2016)의 통제변수와 육군 장교의 이직의도를 연

구한 임동관(2018)의 통제변수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인구학적 특성 변수

변  수 설문구성 구  분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5세 이하,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결혼 여부 미혼, 기혼

최종학력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박사, 전문대 졸업

계급 중위, 대위

병과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정보, 항공, 기술ㆍ행정

근속기간 1~2년, 2~3년, 3~4년, 4~5년, 5~6년, 6년 이상

부대유형 전방부대, 후방ㆍ재경부대, 교육기관, 기타

근무제대 중대 이하, 대대급, 연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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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육군에서 참모로 근무하고 있는 중ㆍ대위 계급의 위관장교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모집단은 현재 육군에서 

근무하는 위관 참모장교이다. 

표본추출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부대 훈련, 검열 등 부대여건과 휴가 등 

개인여건을 감안하여 편의표본추출방식을 하였다. 단, 편의추출방식을 

사용하되, 장교의 임관구분에 따른 조절효과 확인을 위해 육사 장교와 

비육사 장교의 비율을 약 1:1로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 Surveymonkey5)를 활용하여 작성

하였으며, 이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응

답회수는 2018년 9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한 달 반에 걸쳐 이루

어졌다. Data filtering 결과 273부의 응답 중 미완성 응답, 무성의한 응

답 등 분석에 부적합한 응답 99부를 제외한 174부의 응답결과를 바탕으

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

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하

였으며,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일

원분산분석, Kruskal-Wallis test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일변량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

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5) ko.surveymonk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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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자료 분석방법

분석내용 분석방법

조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빈도 분석

변수의 신뢰도 검증 내적일관성 분석(Cronbach's α)

변수의 타당도 검증 요인 분석

변수의 상관관계 검증 상관관계 분석

집단 간의 차이 검증

t-test, 정규성 검증, 

일원분산분석(ANOVA), 

Kruskal-Wallis test

레드테이프와 이직의도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임관구분 및 참모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일변량 분석,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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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가 165

명(94.8%), 여자가 9명(5.2%)로 나타났다. 연령은 25세 이하 28명

(16.1%), 26~30세 115명(66.1%), 31~35세 23명(13.2%), 36세 이상 8

명(4.6%)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66명(41.0%), 기혼이 95명(59.0%)

으로 확인되었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165명(94.8%), 석사 

졸업자 8명(4.6%), 전문대 졸업자 1명(0.6%)이었다. 임관구분은 육사 

85명(48.9%), 삼사 38명(21.8%), 학군 39명(22.4%), 학사 11명(6.3%), 

간부사관 1명(0.6%)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사가 85명, 비육사가 89명으

로 각각 48.9%와 51.1%를 차지하고 있어, 임관구분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데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계급은 중위 70명(40.2%), 대위 

104명(59.8%)이었다. 병과는 보병 93명(53.4%), 포병 22명(12.6%), 기

갑 17명(9.8%), 공병 5명(2.9%), 통신 3명(1.7%), 정보 12명(6.9%), 항

공 2명(1.1%), 기술ㆍ행정병과 20명(11.5%)로 나타났다. 여덟 개로 구

분한 병과를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로 재분류할 경우, 보병부터 항공까

지의 전투병과는 154명(88.5%), 기술ㆍ행정인 비전투병과는 20명

(11.5%)이었다. 근속기간은 1~2년 35명(20.1%), 2~3년 26명(14.9%), 

3~4년 31명(17.8%), 5~6년 38명(21.8%), 6년 초과 44명(25.3%)이었

다. 부대유형은 전방 78명(44.8%), 후방ㆍ재경 40명(23.0%), 교육기관 

14명(8.0%), 기타 42명(24.1%)으로 나타났다. 근무제대는 중대 이하 56

명(32.2%), 대대 85명(48.9%), 연대 이상 33명(19.0%)이었다. 끝으로, 

참모유형은 인사 21명(12.1%), 정보 27명(15.5%), 작전ㆍ교육 43명

(24.7%), 군수ㆍ지원 19명(10.9%), 기타 64명(36.8%)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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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65 94.8

연령

25세 이하 28 16.1

26~30세 115 66.1
여 9 5.2 31~35세 23 13.2

36세 이상 8 4.6
계 174 100.0

계 174 100

결혼

여부

미혼 66 41.0

최종

학력

4년제 졸 165 94.8

석사 8 4.6
기혼 95 59.0 박사 0 0

전문대 졸 1 .6
계 174 100

계 174 100

임관

구분

육사 85 48.9

계급

중위 70 40.2
삼사 38 21.8

학군 39 22.4
대위 104 59.8

학사 11 6.3

간부사관 1 .6
계 174 100

계 174 100

병과

보병 93 53.4

근속

기간

1~2년 35 20.1

포병 22 12.6 2~3년 26 14.9

기갑 17 9.8 3~4년 31 17.8

공병 5 2.9
4~5년 0 0

통신 3 1.7

정보 12 6.9 5~6년 38 21.8

항공 2 1.1 6년 초과 44 25.3

기술ㆍ행정 20 11.5
계 174 100

계 174 100

부대

유형

전방 78 44.8

근무

제대

중대 이하 56 32.2

후방ㆍ재경 40 23.0 대대 85 48.9

교육기관 14 8.0 연대 이상 33 19.0

기타 42 24.1
계 174 100

계 174 100

참모

유형

인사 21 12.1

ㆍ

정보 27 15.5

작전ㆍ교육 43 24.7

군수ㆍ지원 19 10.9

기타 64 36.8

계 1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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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1. 타당성 분석

타당도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

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측정에 사용한 문항의 

타당도(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레드테

이프(업무지연ㆍ절차복잡, 문서과다)와 이직의도를 구성하는 개념 및 요

인의 구조가 타당한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있어 도출된 요인들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초기 

요인(initial factor)을 회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각회전(orthognial 

rotation)의 베리맥스(varimax) 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Kaiser-Meyer-Olkin(KMO) 표본 적합도

는 0.6 이상일 경우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Kaiser, H.F., 1974).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에 따라 최소 0.3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유의한 변수로 간주한다(Hair et 

all, 1998).

1)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우선, 독립변수인 레드테이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

자. 최초 9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문문항 Ⅰ-1번

의 공통성이 0.299로 낮게 나타났다. 공통성이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변수가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데 공통성이 낮은 변수는 요인분석에

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0.4 이하의 값을 가지면 공통

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한다(송지준, 2015). 이와 관련, 이 설문문항을 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외 후 8개 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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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따라 레드테이프를 구성하는 문항으로부터 추출된 요인의 

총 설명량은 70.832%로 나타났다. 요인적재량은 모두 0.4 이상으로 해

당 요인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4> 레드테이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적재값

요인1 요인2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ㆍ

절차복잡

Ⅰ-1 제외

Ⅰ-2 .645 .296

Ⅰ-3 .596 .222

Ⅰ-4 .880 .145

Ⅰ-5 .873 .231

Ⅰ-6 .810 .353

문서과다

Ⅰ-7 .254 .785

Ⅰ-8 .269 .884

Ⅰ-9 .258 .875

고유값 3.167 2.500

분산설명(%) 39.582 31.251

누적(%) 39.582 70.832

KMO 및 

Bartlett의 검증

Kal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849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근사 카이제곱 830.032

자유도(df) 28

유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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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의 지표 중 Kaiser-Meyer-Olkin(KMO)와 Bartlett의 검증은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가 다른 문항들에 비해 얼마나 잘 설명되고 있는지

를 나타내는 값이다.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KMO가 0.9 이상이면 상당

히 높은 편, 0.8 ≦ KMO ≦ 0.89이면 꽤 높은 편, 0.7 ≦ KMO ≦ 
0.79이면 적당한 편, 0.6 ≦ KMO ≦ 0.69이면 평범한 편, 0.5 ≦ KMO 

≦ 0.59이면 바람직하지 못한 편, KMO가 0.5 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

다고 본다(Kaiser, H.F., 1974). 

요인적재값은 ±0.3이면 최소 기준(Minimal), ±0.4이면 보다 중요

(More Important), ±0.5이면 실질적으로 유의미(Practically 

Significant)하다고 판단한다(Hair et all, 1998).

레드테이프에 대한 KMO 표본 적합도는 0.849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

수 선정이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요인분석 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다음으로, 이직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최초 7

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문문항 Ⅱ-4번의 공통성이 

0.398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설문문항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

여 제외 후 6개 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직의도를 구성하는 문항으로부터 추출된 요인의 총 설명량은 

72.141%로 나타났다. 요인적재량은 모두 0.4 이상으로 해당 요인을 지

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직의도에 대한 KMO 표본 적합도는 0.894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에 대

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요인분석 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인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1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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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이직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 설문문항
요인적재값

요인1

이직의도

Ⅱ-1 .860

Ⅱ-2 .883

Ⅱ-3 .890

Ⅱ-4 제외

Ⅱ-5 .806

Ⅱ-6 .803

Ⅱ-7 .851

고유값 4.328

분산설명(%) 72.141

누적(%) 72.141

KMO 및 

Bartlett의 검증

Kal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894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근사 카이제곱 749.221

자유도(df) 15

유의확률 .000

2. 신뢰도 분석

신뢰도란 연구대상에 대한 반복 측정을 가정했을 때, 동일한 값을 얻

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측정도구의 정

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는 내적일관성법이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

에서도 내적일관성법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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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단일 시행으로부터 획득된 점수들의 동질성 및 내적 일관성을 측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을 가지면 요인 내 측정도구

들의 내적 일관성이 높다고 판단한다(George & Mallery, 2003). 구체

적인 평가 기준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Cronbach’s α 값 평가 기준

Cronbach’s α 내적 일관성

α ≧ 0.9 뛰어남(Excellent)

0.8 ≦ α < 0.9 좋음(Good)

0.7 ≦ α < 0.8 받아들일 수 있음(Acceptable)

0.6 ≦ α < 0.7 의심스러움(Questionable)

0.5 ≦ α < 0.6 부족(Poor)

α < 0.5 받아들일 수 없음(Unacceptable)

1) 독립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먼저 독립변수로 활용된 레드테이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살펴

보자. 독립변수인 레드테이프는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문서과다라는 2개

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업무

지연ㆍ절차복잡에 대한 신뢰도는 0.864였으며, 문서과다에 대한 신뢰도

는 0.868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도 평가 기준에서 좋음(Good)에 해당하

는 수치로 독립변수인 레드테이프에 대한 측정도구는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표 17> 레드테이프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설문 문항 Cronbach’s α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ㆍ절차복잡 Ⅰ-2/3/4/5/6(5개) .864

문서과다 Ⅰ-7/8/9(3개)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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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다음으로, 종속변수로 활용된 레드테이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는 단일요인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0.922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도 평가 기준에서 뛰어남(Excellent)에 해

당하는 수치로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역시 측정도구 신뢰도에 문제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8> 이직의도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설문 문항 Cronbach’s α

이직의도 Ⅱ-1/2/3/5/6/7(6개) .922

제3절 변수의 기초통계량

독립변수인 레드테이프(업무지연ㆍ절차복잡)와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19>와 같이 나타난다. 

<표 19>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변  수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ㆍ절차복잡 174 1.20 5.00 3.4241 .86157

문서과다 174 1.00 5.00 3.5038 .98462

이직의도 174 1.00 5.00 3.2166 1.00372

이와 관련, 육군 위관 참모장교들은 레드테이프에 대해서 업무지연ㆍ

절차복잡은 3.4241로, 문서과다는 3.5038로 보통 수준(3.00)보다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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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직의도의 경우 3.2166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보통 수준(3.00)보다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이직의도가 있는 경우 실

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조사

대상자 174명 중 53명만이 응답을 하였다. 응답한 53명에 대한 결과, 

이직 후 희망하는 일은 공무원 또는 공기업 취직이 29명(54.7%), 대기

업 취직이 7명(13.2%), 개인사업이 5명(9.4%),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

직이 4명(7.5%), 석ㆍ박사 등 학업지속이 3명(5.7%), 기타가 3명(5.7%), 

중소기업 취직이 2명(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이직 후 희망 직업

구분 빈도 퍼센트

공무원, 공기업 취직 29 54.7

대기업 취직 7 13.2

개인사업 5 9.4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 4 7.5

석ㆍ박사 등 학업지속 3 5.7

기타 3 5.7

중소기업 취직 2 3.8

육아ㆍ가사 전담 0 0

계 53 100

이어, 이직 후 희망 직업 설문에 응답한 53명 중 육사 장교 33명에 

대한 빈도와 퍼센트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 또는 공기업 15명

(45.5%), 대기업 7명(21.2%),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 4명(12.1%), 

개인사업 3명(9.1%), 석ㆍ박사 등 학업지속 3명(9.1%), 중소기업 1명

(3.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다시 취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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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1> 육사 장교의 이직 후 희망 직업

구분 빈도 퍼센트

공무원, 공기업 취직 15 45.5

대기업 취직 7 21.2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 4 12.1

개인사업 3 9.1

석ㆍ박사 등 학업지속 3 9.1

중소기업 취직 1 3.0

기타 0 0

육아ㆍ가사 전담 0 0

계 33 100

제4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각 요인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최종학력, 임관구

분, 계급, 병과, 근속기간, 부대유형, 근무제대, 참모유형 등으로 총 열한 

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독립변수인 레드

테이프와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

증하였다. 

구체적인 검증방법에 관련하여서는 성별, 결혼 여부 등 두 집단에 대

한 차이 검증은 독립표본 t-test(independent two samples t-test)를 

활용하였다. 

연령, 최종학력, 근속기간 등 세 집단 이상이 존재하는 변수에 대한 차

이 검증은 검증 기법 선택을 위해 정규성 검증을 우선 실시하였다. 정규

성을 띌 경우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활용하였다. 일원

분산 분석 시 등분산 여부를 파악하고, 등분산일 경우 분산분석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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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이때,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느 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증으로 Scheffe test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등분산 가정이 기각될 경우, Welch 통계량을 활용하였다. 이때,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을 경우에는 사후검증 방법으로 Tomhane 검증 

등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정규성을 띈다는 가정이 기각될 경우에는 일원분산분석이 

아닌 비모수검증 중 Kruskal-Wallis 검증기법을 활용하였다.

<표 22> 변수 차이 검증방법

구 분 검증 방법

비교 

집단 

두 개

독립표본 t-test

비교 

집단 

세 개 

이상

정규성 

검증

정규성 

가정

일원

분산

분석

(등분산 가정) 분산분석 통계량 확인 후 

유의할 경우 Scheffe 등 사후검증 실시

(등분산 가정 기각 시) Welch 통계량 확

인 후 유의할 경우, Tomhane 등 사후검

증 실시

정규성 

가정 

기각

Kruskal-Wallis test 결과, 유의할 경우 등분산

과 기각을 구분하여 사후검증 실시(등분산 시 

Scheffe 또는 LSD, 등분산 기각 시 Tomhane 

기법 적용)

1.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각 변수는 t-test를 통해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Levene의 등분산 검증의 유의확률이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은 

0.794, 문서과다는 0.946, 이직의도는 0.235로 유의수준 0.05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립표본 검증 결과 중 등분산을 가정한 t값, 유

의확률을 확인하였다. 

레드테이프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경우 남자 평균은 3.4121, 여자 평균은 3.6444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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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확률이 0.432로 유의수준 0.05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문서과다에 대한 인식은 남자 평균이 

3.4990, 여자 평균이 3.5926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이 0.782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이직의도에 대한 인식은 

남자의 평균이 3.2071, 여자의 평균이 3.3889로 나타났으나, 유의확률

이 0.598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모든 요인의 성별에 따

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3>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변  수 구  분
성

별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ㆍ

절차복잡

남 165 3.4121 .86043
-.787 .432

여 9 3.6444 .90431

계 174 3.4241 .86157

문서과다

남 165 3.4990 .98953
-.277 .782

여 9 3.5926 .93953

계 174 3.5038 .98462

이직의도

남 165 3.2071 1.01666
-.528 .598

여 9 3.3889 .75000

계 174 3.2165 1.00372

2. 연령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연령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령 구분에서 

25세 이하 28명, 31~35세 23명, 36세 이상 8명으로 일반적인 표본 수

인 30명보다 적어 정규성 검증을 우선 시행하였다. 

정규성 검증 결과,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은 경우 Shapiro-Wilk 검증의 

유의확률이 26~30세에서 0.028로 나타났다. 문서과다의 경우에는 

Shapiro-Wilk 검증의 유의확률이 26~30세에서 0.001로 나타났다. 이직

의도의 경우에는 Shapiro-Wilk 검증의 유의확률이 26~30세에서 0.037

로 나타났다. 이에, 정규성을 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모든 변수에서 정규성 분포 가정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사후검증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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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Kruskal 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

Kruskal Wallis 사후검증 결과,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유의확률은 

0.655, 문서과다는 0.775, 이직의도는 0.712로 모두 0.05보다 커서 통

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연령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변  수 구  분 연령 N 평균
표준

편차
비 고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
ㆍ

절차복잡

25세 
이하

28 3.2714 .79854

•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655

26~
30세

115 3.4957 .86586

31~
35세

23 3.3304 .85410

36세
이상

8 3.2000 1.05830

계 174 3.4241 .86157

문서과다

25세 
이하

28 3.5714 .85998

•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775

26~
30세

115 3.5449 .9786

31~
35세

23 3.347 .93462

36세
이상

8 3.1250 1.57296

계 174 3.5038 .98462

이직의도

25세 
이하

28 3.0774 1.07102

•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712

26~
30세

115 3.2870 .99549

31~
35세

23 3.0435 .92553

36세
이상

8 3.1875 1.17662

계 174 3.2165 1.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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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여부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결혼 여부에 따른 각 변수는 t-test를 통해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Levene의 등분산 검증의 유의확률이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은 

0.696, 문서과다는 0.302, 이직의도는 0.080로 유의수준 0.05보다 큰 

값으로 나타다 등분산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이에, 독립표

본 검증 결과 중 등분산을 가정한 t값, 유의확률을 확인하였다. 

레드테이프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경우 미혼의 평균은 3.4529, 기혼의 평균은 3.3585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확률이 0.6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문서과

다에 대한 인식은 미혼의 평균이 3.5675, 기혼의 평균이 3.3585로 나타

났으며, 유의확률이 0.1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이직의도에 대한 인식은 미혼의 평균이 3.2769, 기혼의 평균이 

3.0786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이 0.2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결혼 여부에 따른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5> 결혼 여부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변  수 구  분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

ㆍ

절차복잡

미혼 121 3.4529 .87436
.664 .508

기혼 53 3.3585 .83607

계 174 3.4241 .86157

문서과다

미혼 121 3.5675 .95902
1.291 .198

기혼 53 3.3585 1.03538

계 174 3.5038 .98462

이직의도

미혼 121 3.2769 1.06492
1.201 .232

기혼 53 3.0786 .84074

계 174 3.2165 1.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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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학력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설문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최종학력을 확인한 결과, 전문대 졸업 이하

가 1명,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65명, 석사 졸업이 8명이었다. 이와 관

련, 전문대 졸업자의 표본이 1명으로 통계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어, 최종학력을 대학(교) 졸업과 석사 졸업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이

에, 최종학력에 따른 각 변수는 t-test를 통해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Levene의 등분산 검증의 유의확률이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은 

0.095, 문서과다는 0.236, 이직의도는 0.058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변

수가 등분산을 가정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독립표

본 검증 결과 중 등분산을 가정한 t값, 유의확률을 확인하였다. 

<표 26> 최종학력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변  수 구  분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

ㆍ

절차복잡

대학 166 3.4048 .87135
-1.351 .179

석사 8 3.8250 .50639

계 174 3.4241 .86157

문서과다

대학 166 3.4759 .98700
-1.714 .088

석사 8 4.0833 .77152

계 174 3.5038 .98462

이직의도

대학 166 3.2279 1.01972
.684 .495

석사 8 2.9792 .56651

계 174 3.2165 1.00372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경우 대학(교)의 평균은 3.4048, 석사의 평균은 

3.8250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0.179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문서과다에 대한 인식은 대학(교)의 평균이 3.4759, 석사의 평

균이 4.0833으로 두 집단에 평균차이가 존재해 보이나, 유의확률이 

0.0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직의도에 대한 인

식은 대학(교)의 평균이 3.279, 석사의 평균이 2.9792로 나타났으며, 유

의확률이 0.4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최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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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따른 변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5. 임관구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장교의 임관구분은 육사와 비육사 출신으로 두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

였다. 이에, 각 변수 차이를 검증할 때 t-test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Levene의 등분산 검증의 유의확률이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은 0.049, 문서

과다는 0.530, 이직의도는 0.346로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은 등분산이라는 

가정을 기각하였고, 문서과다와 이직의도는 등분산이라는 가정을 기각하

지 못했다. 이에,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은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통계량

을 확인하였으며, 문서과다와 이직의도는 등분산을 가정한 통계량을 확

인하였다.

<표 27> 임관구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변  수 구  분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

ㆍ

절차복잡

육사 85 3.6376 .76064
3.297 .001

비육사 89 3.2202 .90606

계 174 3.4241 .86157

문서과다

육사 85 3.6314 .96777
1.679 .095

비육사 89 3.3820 .99055

계 174 3.5038 .98462

이직의도

육사 85 3.2490 .96281
.417 .677

비육사 89 3.1854 1.04581

계 174 3.2165 1.00372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경우 육사의 평균은 3.6376, 비육사의 평균은 

3.2202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0.001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했다. 

즉, 육사 장교들이 비육사 장교들보다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을 높게 인식

하고 있다. 문서과다에 대한 인식은 육사의 평균이 3.6314, 비육사의 평

균이 3.3820이며, 유의확률이 0.0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직의도에 대한 인식은 육사의 평균이 3.2490, 비육사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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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 3.1854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이 0.6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6. 계급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본 연구의 조사대상 계급은 중위 및 대위로 계급에 각 변수는 t-test

를 통해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Levene의 등분산 검증의 

유의확률이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은 0.330, 문서과다는 0.755, 이직의도는 

0.247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변수가 등분산이라고 가정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독립표본 검증 결과 중 등분산을 가정한 t

값, 유의확률을 확인하였다. 

<표 28> 계급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변  수 구  분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

ㆍ

절차복잡

중위 70 3.4171 .91160
-.088 .930

대위 104 3.4288 .83068

계 174 3.4241 .86157

문서과다

중위 70 3.5619 1.02394
.637 .525

대위 104 3.4647 .96029

계 174 3.5038 .98462

이직의도

중위 70 3.1429 1.07911
-.793 .429

대위 104 3.2660 .95178

계 174 3.2165 1.00372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경우 중위의 평균은 3.4171, 대위의 평균은 

3.4288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0.930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문서과다에 대한 인식은 중위의 평균이 3.5619, 대위의 평균은 3.46470

이며, 유의확률이 0.5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직의도에 대한 인식은 중위의 평균이 3.1429, 대위의 평균이 3.2660으

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이 0.4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중위와 대위라는 계급 구분에 따라 업무지연ㆍ절차복잡,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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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과다, 이직의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7. 병과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병과를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정보, 항

공, 기술ㆍ행정병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관련 데이터 분석 시에는 보

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정보, 항공은 전투병과로 다시 합치고, 기술

ㆍ행정병과는 비전투병과로 재분류하였다. 다시 말해, 병과는 크게 전투

병과와 비전투병과로 나누었다. 이에, 병과에 따른 각 변수는 t-test를 

통해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Levene의 등분산 검증의 유

의확률이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은 0.452, 문서과다는 0.919, 이직의도는 

0.822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변수가 등분산을 가정한 귀무가설을 기각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독립표본 검증 결과 중 등분산을 가정한 t값, 

유의확률을 확인하였다. 

<표 29> 병과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변  수 구  분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

ㆍ

절차복잡

전투 154 3.3870 .87033
-1.584 .115

비전투 20 3.7100 .74967

계 174 3.4241 .86157

문서과다

전투 154 3.4654 .98457
-1.434 .153

비전투 20 3.8000 .95758

계 174 3.5038 .98462

이직의도

전투 154 3.2154 1.00902
-.040 .968

비전투 20 3.2250 .98716

계 174 3.2165 1.00372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경우 전투병과의 평균은 3.3870, 비전투병과의 

평균은 3.7100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0.115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

의하지 않았다. 문서과다에 대한 인식은 전투병과의 평균이 3.4651, 비

전투병과의 평균이 3.8000이며, 유의확률이 0.1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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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직의도에 대한 인식은 전투병과의 평균이 

3.2154, 비전투병과의 평균이 3.2250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이 

0.9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전투병과

과 비전투병과라는 병과 구분에 따른 업무지연ㆍ절차복잡, 문서과다, 이

직의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8. 근속기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근속기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규성 검

증을 우선 시행하였다. 

검증 결과,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경우 Kolmogorow-Smirnow 검증 

유의확률이 1~2년 집단에서 0.025로 정규성을 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했다. 문서과다는 Shapiro-Wilk 검증의 유의확률은 6년 초과 집단에서 

0.048로 정규성을 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이직의도의 경우 

Kolmogorow-Smirnow 검증 유의확률이 5~6년 집단에서 0.038로 정규

성을 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모든 변수에서 정규성 분포 가정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Kruskal 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 

Kruskal Wallis 사후검증 결과,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은 유의확률은 

0.934로 유의수준 0.05보다 큰 값으로 집단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문서과다 역시 유의확률이 0.886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큰 값으로 집단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끝으로, 이직의도의 유의확률 또한 유의수준인 0.05보다 큰 값인 

0.421로 집단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근속기간에 따른 모든 변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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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근속기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변  수 구  분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비 고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

ㆍ

절차복잡

1~2년 35 3.3371 .88752

•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934

2~3년 26 3.5308 .93969

3~4년 31 3.4968 .76572

5~6년 38 3.4368 .86350

6년 

초과
44 3.3682 .88285

계 174 3.4241 .86157

문서과다

1~2년 35 3.6095 .98181

•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886

2~3년 26 3.5769 1.09365

3~4년 31 3.4301 .91163

5~6년 38 3.5000 .81189

6년 

초과
44 3.4318 1.12885

계 174 3.5038 .98462

이직의도

1~2년 35 3.2333 1.13126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421

2~3년 26 3.2628 1.00241

3~4년 31 3.0269 1.01205

5~6년 38 3.4167 .88341

6년 

초과
44 3.1364 1.00082

계 174 3.2165 1.00372

9. 부대유형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부대유형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대 유형 

중 기타 유형의 표본이 14명으로 일반적인 표본 수인 30명보다 적어 정

규성 검증을 우선 시행하였다. 

정규성 검증 결과,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은 경우 기타 유형의 

Kolmogorow-Smirnow 검증 유의확률이 0.023으로 정규성을 띈다는 귀

무가설을 기각했다. 문서과다는 Shapiro-Wilk 검증의 유의확률이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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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029, 기타 유형은 0.033으로 0.05보다 작아 정규성을 띈다는 귀무

가설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규성 분포 가정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사

후검증 방법으로 Kruskal 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 

이직의도의 경우에는 Kolmogorow-Smirnow 및 Shapiro-Wilk 검증

의 유의확률이 0.060~0.719로 모두 0.05보다 크게 나타나 정규성을 띈

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 이에, 부대유형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활용하였다. 등분산 여부 확

인 결과, 유의수준이 0.027로 등분산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이

에, Welch 통계량을 통해 유의여부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유의확률

이 0.934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Kruskal-Wallis 검증 결과,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유의확률은 0.055

로 유의수준 0.05보다 큰 값으로 부대유형에 따라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서과다의 Kruskal-Wallis 검증 결과, 유의확률은 0.046으로 유의수

준 0.05보다 작은 값으로 부대유형에 따라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후, 집단 간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의 등분산 

여부를 확인하였다. 문서과다의 등분산 유의확률이 0.122로 등분산이라

는 가정을 기각하지 못했다. 이에, 등분산을 가정한 사후검증을 실행하

였다. 이때, Scheffe 분석 결과로는 집단 간 순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지 않아, LSD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LSD 분석 결과, 전방과 

기타 집단 간 유의확률이 0.0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 간 순위는 기타가 전방보다 높게 나타났다. 후방ㆍ재경과 기타 집

단 간 유의확률은 0.0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 

간 순위는 기타가 후방ㆍ재경보다 높게 나타났다. 후방ㆍ재경과 교육기

관 간 유의확률은 0.0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 간 

순위는 교육기관이 후방ㆍ재경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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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부대유형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변  수 구  분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비 고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

ㆍ

절차복잡

전방

(a)
78 3.3487 .91705

•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055

후방

재경

(b)

40 3.2700 .76400

교육

기관

(c)

14 3.7857 .55172

기타

(d)
42 3.5905 .89110

계 174 3.4241 .86157

문서과다

전방

(a)
78 3.3803 1.02596 •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046

• LSD 검증 결과,

 - 순위 : d > a

         d > b

         c > b

후방

재경

(b)

40 3.3167 1.03211

교육

기관

(c)

14 3.9286 .73005

기타

(d)
42 3.7698 .85694

계 174 3.5038 .98462

이직의도

전방 78 3.2500 .98207

• 분산분석 결과, 

 - Welch 유의확률

   =.934

후방

재경
40 3.2583 .91983

교육

기관
14 3.1786 .67768

기타 42 3.1270 1.21520

계 174 3.2165 1.00372

10. 근무제대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중대 이하, 대대, 연대 이상으로 구분된 근무제대에 따른 각 변수의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규성 검증을 우선 시행하였다. 

검증 결과,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경우 Kolmogorow-Smirnow 검증 

유의확률이 대대에서 0.021로 정규성을 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문



- 57 -

서과다는 Kolmogorow-Smirnow 검증 유의확률이 중대 이하에서 

0.004, 대대에서 0.000이었고, Shapiro-Wilk 검증의 유의확률은 대대에

서 0.001, 연대 이상에서 0.032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정규성을 띈

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업무지연의 경우 Kolmogorow-Smirnow 검

증 유의확률이 대대에서 0.001이었고, Shapiro-Wilk 검증의 유의확률은 

대대에서 0.003으로 정규성을 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모든 변수에서 정규성 분포 가정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Kruskal 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Kruskal-Wallis 검증 결과, 유의확률은 0.032

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값으로 근무제대에 따라 평균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후, 집단 간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

석의 등분산 여부를 확인하였다.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등분산 유의확률

이 0.211로 등분산이라는 가정을 기각할 수 없었다. 이에, 등분산을 가

정한 사후검증 중 Scheffe 기법을 적용하였다. 결과, 대대와 연대 이상

의 집단에서 유의확률이 0.047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값이 연

대 이상이 대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중대 이하와 대대, 중

대 이하와 연대 이상 간에는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아 평균값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분석되었다.

문서과다의 Kruskal-Wallis 검증 결과, 유의확률은 0.008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값으로 근무제대에 따라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이후, 집단 간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의 등분산 

여부를 확인하였다. 문서과다의 등분산 유의확률이 0.008로 등분산이라

는 가정을 기각했다. 이에,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사후검증 중 

Tomhane 기법을 적용하였다. 결과, 중대 이하와 연대 이상의 집단에서 

유의확률이 0.006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값이 연대 이상이 

중대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중대 이하와 대대, 대대와 

연대 이상 간에는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직의도의 경우에는 Kruskal-Wallis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05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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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유형에 따른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2> 근무제대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변  수 구  분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비 고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
ㆍ

절차복잡

중대
이하
(a)

56 3.3571 .77103 •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032

• Scheffe 검증 결과,

 - 순위 : c > b

대대
(b)

85 3.3341 .92035

연대
이상
(c)

33 3.7697 .78441

계 174 3.4241 .86157

문서과다

중대
이하
(a)

56 3.2024 .89370 •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008

• Tomhane 검증 결과,

 - 순위 : c > a

대대
(b)

85 3.5725 1.02948

연대
이상
(c)

33 3.8384 .89412

계 174 3.5038 .98462

이직의도

중대
이하

56 2.9851 .88778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058

대대 85 3.3039 1.08993

연대
이상

33 3.3838 .91143

계 174 3.2165 1.00372

11. 참모유형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각 변수의 참모유형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규성 검증을 우선 시행하였다. 검증 결과,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경우 

Kolmogorow-Smirnow 검증 유의확률이 기타에서 0.030이었고, 

Shapiro-Wilk 검증의 유의확률은 인사에서 0.029, 작전ㆍ교육에서 

0.022로 정규성을 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문서과다는 

Shapiro-Wilk 검증 유의확률이 작전ㆍ교육에서 0.008로 정규성을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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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을 기각했다. 이직의도의 Kolmogorow- Smirnow 검증 유의확

률이 인사 0.027, 작전ㆍ교육 0.002이었고, Shapiro-Wilk 검증 유의확

률은 작전ㆍ교육에서 0.029로 정규성 가정을 기각했다. 이후 Kruskal 

Wallis 분석 결과,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유의확률은 0.816, 문서과다는 

0.278, 이직의도는 0.114로 모두 유의수준 0.05보다 컸다. 이를 통해, 

참모유형에 따른 각 변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3> 참모유형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변  수 구  분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비 고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

ㆍ

절차복잡

인사 21 3.3810 .80723
•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816

정보 27 3.2815 .87047

작전ㆍ교육 43 3.5256 1.11021

군수ㆍ지원 19 3.4000 1.02415

기타 64 3.4375 .75077

계 174 3.4241 .86157

문서과다

인사 21 3.7619 .92582
•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278

정보 27 3.5062 1.14420

작전ㆍ교육 43 3.6512 1.11021

군수ㆍ지원 19 3.2632 .99740

기타 64 3.3906 .97509

계 174 3.5038 .98462

이직의도

인사 21 3.1746 .98386
 Kruskal-Wallis

  검증 결과,

 - 유의확률=.114

정보 27 3.1914 1.14420

작전ㆍ교육 43 3.2054 1.10783

군수ㆍ지원 19 3.7807 .92305

기타 64 3.0807 .86117

계 174 3.2165 1.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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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 정도와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계수를 해석

할 경우, 상관계수 절대값이 0.2 미만은 낮은 상관관계, 0.2 ≦ 상관계

수 < 0.4는 보통의 상관관계, 0.4 ≦ 상관계수 < 0.8은 높은 상관관계, 

0.8 이상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본다. 이때 상관계수가 0.8 

이상의 경우에는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고 판단하지만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371에서 0.567 사이로 보통이거나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은 문서과다와 상관계수가 

0.567(p<0.05)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둘째, 업무지연ㆍ절

차복잡과 이직의도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0.408(p<0.05)로 높은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문서과다와 이직의도는 상관계

수가 0.371(p<0.05)로 보통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통제변수로 쓰인 개인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최종학력, 계

급, 병과, 근속기간은 독립변수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 문서과다와 종속

변수인 이직의도와 각각의 상관계수가 0.1 미만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p값이 모두 0.05보다 크게 나타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계급은 상관계수가 0.553(p<0.05), 연령

과 근속기간의 상관계수는 0.648 (p<0.05), 계급과 근속기간의 상관계수

는 0.800(p<0.05)로 높거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관련, 가설검증 단계에서 연구 설계에서 고려한 통제변수들을 

재선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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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업무지연ㆍ

  절차복잡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수준(양쪽)

2) 문서과다
Pearson 상관계수 .567** 1

유의수준(양쪽) .000

3) 이직의도
Pearson 상관계수 .408** .371** 1

유의수준(양쪽) .000 .000

4) 성별
Pearson 상관계수 -.060 -.021 -.040 1

유의수준(양쪽) .432 .782 .598

5) 연령
Pearson 상관계수 -.014 -.098 -.005 .059 1

유의수준(양쪽) .852 .197 .952 .438

6) 결혼 여부
Pearson 상관계수 -.051 -.098 -.091 -.071 .575** 1

유의수준(양쪽) .508 .198 .232 .352 .000

7) 최종학력
Pearson 상관계수 .082 .041 -.057 .048 .227** .190* 1

유의수준(양쪽) .284 .595 .454 .527 .003 .012

8) 계급
Pearson 상관계수 .007 -.049 .060 -.139 .553** .467** .055 1

유의수준(양쪽) .930 .525 .429 .068 .000 .000 .475

9) 병과
Pearson 상관계수 .120 .109 .003 -.079 -.138 -.082 -.074 -.072 1

유의수준(양쪽) .115 .153 .968 .303 .070 .283 .329 .346

10) 근속기간
Pearson 상관계수 -.011 -.058 .007 .038 .648** .526** .165* .800** -.149* 1

유의수준(양쪽) .887 .446 .930 .621 .000 .000 .029 .000 .050

11) 부대유형
Pearson 상관계수 .137 .182* -.050 .086 .026 -.083 .042 .049 -.034 .025 1

유의수준(양쪽) .072 .016 .510 .259 .737 .276 .580 .524 .656 .744

12) 근무제대
Pearson 상관계수 .144 .233** .151* -.192* .124 .000 -.015 .046 .093 -.026 .125 1

유의수준(양쪽) .058 .002 .047 .011 .102 .999 .849 .548 .220 .730 .100

**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쪽).; * : 상관계수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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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설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Ⅰ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독립변수 Ⅱ인 문서과다와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설계에서 선정한 통제변수는 성별, 연

령, 결혼 여부, 최종 학력, 계급, 병과, 근속기간, 부대유형, 근무제대 등 

아홉 개였다. 하지만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독립 및 종속변수와의 상관

관계가 낮고 유의수준이 0.05보다 큰 변수(성별, 결혼 여부, 최종학력)와 

계급이라는 통제변수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통제변수(연령, 근속기

간)는 분석 단계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하지 않았다. 단, 독립 및 종속변수

와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났으나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병과는 통

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계급, 병과, 부대유형, 

근무제대 등 네 개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계급(중위, 대위)과 병과

(전투, 비전투)는 더미변수화하여 중위 계급=0, 전투병과=0으로 설정하

였다.

1. 레드테이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가설 Ⅰ 검증)

레드테이프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레드테이프의 유형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문서과다를 구분한 상태에서 종속변수를 이직의도

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다중공선성에 대한 검토를 위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다중공선성

이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성이 높은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부분회귀계

수의 큰 표준오차로 인해 종속변인에 대한 변량 해석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 활용

한 검증 방법은 허용오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이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지수가 10 이상일 때, 즉 분산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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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지수에 역수를 취한 값인 공차한계가 0.1 이하일 때 다중공선성 문제

가 발생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678이며, 분산팽창지수 역시 모두 1.475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키

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5>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구분 유의확률
공선성 통제

공차한계 분산팽창지수(VIF)

업무지연ㆍ

절차복잡
.001 .678 1.475

문서과다 .015 .678 1.475

종속변수 : 이직의도 6개 문항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이 수정된 R2이 0.199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량의 19.9%를 설명하고 있으며 분산분석 F값은 8.158

이고 유의확률이 0.000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했다.

레드테이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레드테이프 Ⅰ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비표준계수 B값이 0.348(표준계수 β=0.299)이고, 

t값이 3.603, 유의확률이 0.000이었다. 이를 통해, 레드테이프 Ⅰ인 업

무지연ㆍ절차복잡은 이직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의 비표준계수 B값이 

0.224(표준계수 β=0.220)이고, t값이 2.591, 유의확률이 0.010으로 나

타났다. 이와 관련,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 역시 이직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Ⅰ-1과 Ⅰ-2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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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다중회귀분석 결과(가설 Ⅰ-1ㆍ2)

종속변수 : 이직의도

변  수 구  분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p값

B 표준오차 β

상  수 1.225 .340 3.607 .000

레드

테이프

업무지연ㆍ

절차복잡
.348 .097 .299 3.603 .000

문서과다 .224 .087 .220 2.591 .010

인구

통계

학적

특성

계급a) .139 .140 .068 .991 .323

병과b) -.201 .217 -.064 -.928 .355

부대유형 -.121 .057 -.147 -2.103 .037

근무제대 .111 .100 .078 1.104 .271

모형요약 /

분산분석

R=.476, R=.227, 수정된 R=.199

F=8.158, p=.000

a) 0=중위 계급, 1=대위 계급; b) 0=전투병과, 1=비전투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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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교 임관구분에 따른 조절효과(가설 Ⅱ 검증)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다는 말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

게 나타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유성모, 2015).

장교의 임관구분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임관구분을 육사 

출신과 비육사 출신으로 나누어 더미화하였다. 이때 육사 출신을 기준으

로 하고, 비육사 출신을 비교하고자 하는 임관구분으로 하여 육사=0, 비

육사=1로 조절변수의 값을 부여하였다. 참고로 각각의 표본수는 육사 

85명, 비육사 89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검증방법으로는 더미형태의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분석 프로그램의 일변량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유성모, 2015).

1)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이직의도 간 조절효과 

독립변수로 레드테이프 Ⅰ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을 선정하고, 조절변

수로 장교 임관구분을 선택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생성 후 일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변량 분석을 통하여 개체 간 효과 

검증을 한 결과, 조절변수의 유의확률이 0.791,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

이 0.97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임관구분에 따른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교의 임관구분(육사/비육사)은 ‘레드

테이프 Ⅰ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이직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Ⅱ-1은 지지되지 못했다. 즉, 육사 장교이든지 비육사 장

교이든지 관계없이 레드테이프 Ⅰ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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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개체 간 효과 검증(가설 Ⅱ-1)

종속변수 : 이직의도

소스
유형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수준

수정한 모형 29.838a 3 9.946 11.705 .000

절편 20.950 1 20.950 24.655 .000

업무지연ㆍ절차복잡(X) 28.587 1 28.587 33.643 .000

조절변수(임관구분)(Z) .060 1 .060 .071 .791

상호작용항(X×Z) .001 1 .001 .001 .975

오차 144.453 170 .850

총계 1974.444 174

수정합계 174.291 173

a. R 제곱= .171 (조정된R 제곱= .157)

2) 문서과다와 이직의도 간 조절효과

다음으로는 독립변수로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 조절변수로 장교 

임관구분,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일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변량 분석을 통한 개체 간 효과 검증 결과, 조절

변수의 유의확률이 0.865,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이 0.81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문서과다의 경우에도 임관구분에 따른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교의 임관구분(육사/비육사)은 ‘레드

테이프 Ⅱ인 문서과다’와 ‘이직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Ⅱ-2도 지지되지 못했다. 즉, 육사 장교이든지 비육사 장교이든지 

관계없이 레드테이프 Ⅱ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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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개체 간 효과 검증(가설 Ⅱ-2)

종속변수 : 이직의도

소스
유형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수준

수정한 모형 24.066a 3 8.022 9.078 .000

절편 44.194 1 44.194 50.011 .000

문서과다(X’) 23.687 1 23.687 26.805 .000

조절변수(임관구분)(Z) .026 1 .026 .029 .865

상호작용항(X’×Z) .050 1 .050 .056 .812

오차 150.225 170 .884

총계 1974.444 174

수정합계 174.291 173

a. R 제곱= .138 (조정된R 제곱= .123)

3. 참모유형에 따른 조절효과(가설 Ⅲ 검증)

본 연구에서 위관 참모의 유형을 인사, 정보, 작전ㆍ교육, 군수ㆍ지원, 

기타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참모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때 기준이 되는 참모유형을 인사(인

사=0)로 두고, 정보=1, 작전ㆍ교육=1, 군수ㆍ지원=1, 기타=1을 나타내

는 더미변수 네 개와 레드테이프의 유형 Ⅰ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의 

곱으로 정의한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레드테이프 

유형 Ⅱ인 문서과다에 대해서도 네 개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이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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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이직의도 간 조절효과

회귀분석 분석 결과, 상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인 0.05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레드테이프 Ⅰ인 업무지

연ㆍ절차복잡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참모유형에 따른 조

절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모유형은 ‘레드테

이프 Ⅰ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이직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

이라는 가설 Ⅲ-1이 지지되지 못했다. 즉, 군내에서 일반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식되는 인사 또는 작전ㆍ교육 등 특정 참모

유형과 관계없이 레드테이프 Ⅰ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39> 회귀분석 계수값(가설 Ⅲ-1)

종속변수 : 이직의도

모  형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p값
B 표준오차 β

1

상수 2.093 .876 2.388 .018

업무지연ㆍ절차복잡(X) .320 .252 .275 1.267 .207

정보=1(D1) -.902 1.119 -.326 -.806 .421

작전ㆍ교육=1(D2) -.843 1.022 -.363 -.825 .410

군수ㆍ지원=1(D3) -.005 1.149 -.002 -.004 .997

기타=1(D4) -.310 1.028 -.149 -.301 .764

상호작용항(X×D1) .290 .325 .358 .890 .375

상호작용항(X×D2) .235 .290 .374 .808 .420

상호작용항(X×D3) .178 .328 .197 .542 .588

상호작용항(X×D4) .058 .295 .099 .195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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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과다와 이직의도 간 조절효과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인 참모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및 종속변수 관계에 참모유

형인 더미변수 네 개와 상호작용항 네 개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40> 회귀분석 계수값 Ⅰ(가설 Ⅲ-2)

종속변수 : 이직의도

모  형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p값
B 표준오차 β

1

상수 .484 .848 .571 .569

문서과다(X’) .715 .219 .702 3.264 .001

정보=1(D1) .603 1.163 .218 .519 .605

작전ㆍ교육=1(D2) 1.090 .975 .470 1.118 .265

군수ㆍ지원=1(D3) 3.370 1.119 1.050 3.013 .003

기타=1(D4) 1.450 .943 .699 1.538 .126

상호작용항(X’×D1) -.115 .312 -.150 -.369 .712

상호작용항(X’×D2) -.268 .253 -.447 -1.061 .290

상호작용항(X’×D3) -.738 .307 -.787 -2.407 .017

상호작용항(X’×D4) -.377 .249 -.654 -1.517 .131

 

분석 결과, 문서과다(유의확률 0.001), 군수ㆍ지원더미(유의확률

=0.003), 문서과다와 군수ㆍ지원더미의 상호작용항(유의확률 0.017)에서 

유의수준 0.05보다 유의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이 높은 상호작용항들을 하나씩 차례로 제거하며 회귀분석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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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다시 말해, 문서과다와 정보의 상호작용항(X’×D1), 이어 문서

과다와 작전ㆍ교육의 상호작용항(X’×D2), 다음으로 문서과다와 기타의 

상호작용항(X’×D4)을 하나씩 빼면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더미변수 네 개와 문서과다와 군수ㆍ

지원의 상호작용항((X’×D3)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 참모유형 중 더미변수인 정보=1(D1), 작전ㆍ교육

=1(D3), 기타=1(D4)의 값이 각각 0.618, 0.738, 0.749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크게 나타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참모유형은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와 ‘이직의도’ 간에 조절효과

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Ⅲ-2도 지지되지 못했다.

이는, 인사 또는 작전ㆍ교육 업무 참모장교가 처리하는 문서가 과다하

다는 군내의 인식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이 지지되지 못했음을 의미한

다. 즉, 특정 참모유형에 근무하는 장교이든지와 무관하게 레드테이프 

Ⅱ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1> 회귀분석 계수값 Ⅱ(가설 Ⅲ-2)

종속변수 : 이직의도

모  형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p값
B 표준오차 β

1

상수 1.476 .345 4.278 .000

문서과다(X’) .451 .075 .443 6.006 .000

정보=1(D1) .132 .265 .048 .500 .618

작전ㆍ교육=1(D2) .081 .242 .035 .335 .738

군수ㆍ지원=1(D3) 2.378 .807 .741 2.946 .004

기타=1(D4) .074 .230 .036 .321 .749

상호작용항(X’×D3) -.474 .227 -.505 -2.087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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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가설 검증 결과 

종속변수 : 이직의도

구 분  가설 내용
지지

여부

가설

Ⅰ-1 

레드테이프 Ⅰ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에 대한 인식 수

준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

가설

Ⅰ-2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

록 이직의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

가설

Ⅱ-1 

장교의 임관구분(육사/비육사)은 ‘레드테이프 Ⅰ인 업

무지연ㆍ절차복잡’과 ‘이직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

낼 것이다.

지지

하지

못함

가설

Ⅱ-2

장교의 임관구분(육사/비육사)은 ‘레드테이프 Ⅱ인 문

서과다’와 ‘이직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지지

하지

못함

가설

Ⅲ-1 

참모유형은 ‘레드테이프 Ⅰ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이직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지지

하지

못함

가설

Ⅲ-2

참모유형은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와 ‘이직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지지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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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육군 위관 참모장교들의 레드테이프(Ⅰ. 업무지연ㆍ절

차복잡, Ⅱ. 문서과다)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육군 위관 참모장교들은 독립변수인 레드테이프 Ⅰ인 업무

지연ㆍ절차복잡에 대해 보통(3.0)보다 약간 높은 수준(3.4241)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또한,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도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

준(3.5619)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역시 보통(3.0)보다 다소 높은 수준(3.2165)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실제 업무 수행 간 레드테이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로 풀이된다. 

상관분석 결과 각 변수들은 서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독립변수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문서과

다의 상관계수는 0.567, 독립변수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상관계수는 0.408, 독립변수인 문서과다와 종속변수인 이직

의도의 상관계수는 0.371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인 레드테이프 Ⅰ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레드테이프 Ⅱ(문서과다)는 높은 수준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으며,  레드테이프 Ⅰ(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는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레드테이프 Ⅱ(문서과다)와 종속변수

인 이직의도는 보통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로는 첫 번째 독립변수로 선정한 레드테이프 Ⅰ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이직의도의 유의확률이 0.000로 나타났고, 두 번

째 독립변수로 선정한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와 이직의도의 유의확률

이 0.01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독립변수인 레드테이프 Ⅰ, Ⅱ 모두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

고 이때, 표준계수 값이 각각 0보다 크게 나타나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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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과다는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위관 참모장교들의 레드테이프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육

군의 레드테이프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으

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 

임관구분 및 참모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임관구분 및 참모유형 모두 유의미한 조절효과

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연구자가 설정한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지

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우선, 레드테이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임관구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특정 장교 집단이 본인

들이 유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직 후 다른 직종으로 진입에 자신감을 드러

내더라도 레드테이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다른 집단과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인사 또는 작전ㆍ교육 업무가 더 복

잡하고 바쁘다는 군내의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당 참모들의 레드

테이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다른 

참모유형과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건데, 특정 임

관 출신의 장교이든지 특정 참모유형에 근무하는 장교이든지와 무관하게 

레드테이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번 연구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레드테이프가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맞춰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된다. 위의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레드테이프를 종속변수

로 설정하여 레드테이프의 원인을 연구하였다. 박일순(2016)은 경찰공무

원을 대상으로 레드테이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종속변수인 직무소외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도 하였으나, 우리나라 군인들을 대상

으로 레드테이프와 이직의도 간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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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의 대상을 육군에서 실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관 참

모장교로 한정하여 레드테이프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문을 통해 위관 참모장교들이 레드테이프 

Ⅰ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과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에 대해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실무자인 위관 참모장교들에게 레드

테이프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육군 위관 참모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레드테이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

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 육군 조직의 업무 특성 진단을 통해서 레드테

이프를 감소시키고 우수인력이 군을 떠나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모형에서 조절변수로 선정한 장교의 임관구분과 참모유형이 

독립변수인 레드테이프와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간에 유의미한 조절효과

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본 연구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사, 정보, 작전ㆍ교육, 군수ㆍ지원 업무 등 참모유형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장차 육군 조직 진단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와 관련하여 거론할 수 있는 한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레드테이프가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이 장교의 임관구분과 참모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가설을 각각 설정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 임관구분 및 참모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

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의 경험 및 인터뷰를 통해 장교 임관구분 및 참모유

형에 따른 군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이것이 

검증단계에서 적절한 가설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다음으

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가 지난 한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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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위관 참모장교들의 인식을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 표본 선정 및 

조사대상자 응답의 영향으로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가설을 지지하지 못하

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레드테이프가 군인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육군 위관 참모장교들이 업무를 수

행하며 레드테이프를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

시하였다. 설문 결과, 레드테이프 Ⅰ인 ‘업무지연ㆍ절차복잡’의 값은 

3.4241, 레드테이프 Ⅱ인 ‘문서과다’의 값은 3.5619로 보통(3.0)보다 다

소 높았다. 하지만, 위의 값들은 레드테이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것일 

뿐, 실제 레드테이프를 객관적으로 측정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레드테이프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검

증하였으나, 독립변수인 레드테이프와 종속변수인 이직의도가 모두 개인

의 인식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

다.

셋째, 연구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이번 연구는 육군의 장교 중 위관

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장군, 영관 층을 배제한 한계가 있다. 육군에

서 장군 또는 대령급의 영관 장교들은 일반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다. 그리고 영관의 소령 혹은 중령 계급은 중간 실무자 역할을 주로 수

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교 집단을 위관, 영관, 장군 등으로 구분할 

경우 각 집단의 레드테이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Bozeman(2000)이 제시한 이해관계자에 따라 레드테이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 레드테이프(stakeholder red tape)’라는 개념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즉, 육군에서 일반적으로 최하위 실무자 층인 위

관 참모장교와 중간실무자 층인 영관 참모장교, 그리고 관리자 층인 장

군 계급 등 각 집단이 인식하는 레드테이프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

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육군의 모든 장교들을 대상으로 하여 레드

테이프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 것

도 흥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연구대상과 관련된 또 하나의 한계는 국군 중 유일하게 육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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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육군, 해군, 공군은 임무의 특

성상 상이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군의 일부로 유사한 성

격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육군, 해군, 공군이 각각의 조직에서 

레드테이프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육군과 타군의 레드테

이프 수준 및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다면, 육군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개

선할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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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레드테이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 레드테이프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 규제, 절차로서 순응해야

할 부담이 따르지만 , 해당 규정이 의도하고 있는 정당한 목표나 기

능의 달성과는 무관한 것’을 의미함.

문

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신규사업(정책)을 구상해 착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잡한 규정과 절차 때문에 나의 업무처

리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물품구입 및 장비구입시 시간이 많이 걸

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조직은 업무처리의 결재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조직은 최종결재를 받기까지 절차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조직은 업무처리과정에 성가신 규칙

이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
① ② ③ ④ ⑤

7
하루에 발송하거나 접수하는 문서의 양

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업무처리규정에는 많은 문서작업을 요구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업무처리과정에서 문서작업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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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이직의도(전역의사)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조직을 떠날 생각을 종종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앞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을 가능성

이 매우 크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져볼까 생각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만일 내가 조직을 다시 선택한다면, 나

는 현재의 조직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보다 나은 타 직종이 주어진다면 언제든

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새로운 직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7
똑같은 월급을 준다면 다른 직업으로 옮

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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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5세 이하  ② 26~30세  ③ 31~35세 이상 ◯4  36세 이상

3. 귀하의 결혼여부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4.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4년제 대학교 졸업 ② 대학원 석사 졸업 

   ③ 대학교 박사 졸업  ④ 전문대 졸업 ④ 전문대 졸업 미만

5. 귀하의 임관구분은 무엇입니까? 

   ① 육사 ② 삼사 ③ 학군 ④ 학사 ⑤ 간부사관

6. 귀하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① 중위  ② 대위

7. 귀하의 병과는 무엇입니까?

   ① 보병 ② 포병 ③ 기갑 ④ 공병 ⑤ 통신 ⑥ 정보 ⑦ 항공

   ⑧ 기술ㆍ행정병과

8. 귀하의 근속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1~2년         ② 2~3년         ③ 3~4년 

   ④ 4~5년         ⑤ 5~6년         ⑥ 6년 초과

9. 귀하가 근무하는 부대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전방부대  ② 후방ㆍ재경부대  ③ 교육기관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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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하의 근무제대는 무엇입니까?

   ① 중대 이하  ② 대대  ③ 연대 이상

11. 귀하의 참모 직책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인사  ② 정보  ③ 작전ㆍ교육 ④ 군수ㆍ지원 ⑤ 기타

12. 이직의도를 가진 경우, 이직 후 희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① 공무원(공기업) 취직    ② 대기업 취직    ③ 중소기업 취직

   ④ 개인사업                        ⑤ 석ㆍ박사 등 학업 지속 

   ⑥ 전문직(변호사ㆍ세무사 등) 준비 ⑦ 가사ㆍ육아 전담 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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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Red tape on Turnover 

Intention of Army Officers
-Focusing on Company Grade Staff Officers-

Kim Tae Soo
Department of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8, a total of 12,121 students applied for the Korea 

Military Academy(KMA) to become an army officer. The competition 

rate was 34.2 to 1. It was the highest ever since. As of 2017, the 

cost of raising an officer at the Korea Military Academy is 

234,307,000 won, which is higher than that of a officer at the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101,662,000 won), an officer at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15,370,000 won), and an officer at 

the Officer Candidate School(13,863,000 won). Considering the high 

admission rate and the high cost of raising an officer, it is pointed 

out that turnover of military officers graduating from the KMA is a 

breakaway of competent military officers and a budget waste. In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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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urnover rate of officers graduating from the KMA recorded 

14.6% in 2014. In addition, it is undesirable for the military that 

army officers including officers from the KMA leave the army. With 

regard to the situations, the study was conducted to find why officers 

want to leave the army.

Some previous studies analyzed turnover intention of officers 

working in the army. They focused on the effects of compensation, 

organizational silence, etc. However, through previous studies it is 

difficult to find out a result that red tape influences army officers 

working as staff members and their turnover intention

As a result, the study was performed to verify whether staff 

officers in the army are aware of red tape and how this perception is 

related to turnover intention. To conduct the study first lieutenants 

and captains were surveyed. In addition, it examines whether the 

difference of ways to become officers(officers from the KMA and 

other officers) has a moderating effect between red tape and turnover 

intention. And it also examines whether staff types have a moderating 

effect between red tape and turnover intention. Red tape is defined as 

'burdensome administrative rules and procedures that adversely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according to Bozeman(2000). And with 

reference to Ahn Byeong-Chul(2010), red tape is divided into ‘type 

Ⅰ. delays and procedures complexity’ and ‘type Ⅱ. document 

overload’.

In order to carry out the research, the scale of the previous 

research was partially modified to meet the research purpose.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first lieutenants and captain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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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y.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returned copies, 

which were 174 of the 273 copies.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univariate 

analysis were conducted for hypothesis testing.

As a result of analysis, the red tape levels at ‘Red tape type 

Ⅰ. business delays and procedures complexity’ and ‘Red tape type 

Ⅱ. document overload’ were higher than normal(3.0). And ‘Red tape 

type Ⅰ. business delays and procedures complexity’ has a positive 

effect (+) on turnover intention. Likewise, ‘Red tape type Ⅱ. 

document overload’ has a positive effect (+) on turnover intention. On 

the other hand, moderating effects were not shown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ways to become officers and staff types respectively.

Through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red tape of the army 

organization should be reduced in order to lower turnover intention of 

the army officers. In this regard, sufficient discussions on red tape 

will be needed to prevent competent army officers from changing 

their jobs and to strengthen their organizational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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