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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찰조직 내에서 경찰관리자가 발휘하는 리더십 유형에 따

라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가 달라질 것인가’라는 의문점에서 시작하

였다. 경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

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 경찰관을 대

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유효한 180부의 설문 데이

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카리스마, 이상적 영향, 영감적 동기화, 지적 자

극, 개별 배려 등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들은 효과적으로 직무스트레

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찰관리자의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부

(-)의 영향을 미쳤다. 소극적 예외관리를 제외한 연계 보상과 적극적 예

외관리 등의 거래적 리더십 하위요인들은 긍적적으로 발휘될 경우에 조

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경찰관리자의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리더십의 부재를 느끼고 업무환경에서의 역

할모호와 신뢰관계 저하 등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넷째, 경찰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부

(-)의 영향을 미쳤다. 규범적 행위, 소통과 강화, 공정한 의사결정 등은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상사가 윤리적 리더십을 발

휘하였을 때 직무스트레스가 효과적으로 감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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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섯째, 경찰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부하들을 위하고 배려하는 상사의 행동은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

시켜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근무부서별로는 수사부서가 타부서에 비해 리더십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개인으로 처리하는 사건이 많은 수사부서의 특성을 고려하면 리더가 조

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리더십 유형이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한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자유

방임형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

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다른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경찰조직에서 효과적인 직무스트레스 감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리더

의 ‘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거래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리더

의 ‘동기’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전략으로 상사의 적합한 리더십의

발휘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경찰관리자는 소극적인 리더십 발휘를

의미하는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지양하고 나머지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상황에 맞게 발휘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조직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경찰, 경찰관리자,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자유방임

형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직무스트레스

학 번 : 2020-2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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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어떤 사람을 임용하고,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써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리더가 어떠한 역

할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조직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와 그에 따른 리더십을 발

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열려 있기 때문에 리더

십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논제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조직의 성패를 효과적인 리더십의 발휘 여부와 관련지

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최항순, 2016 : 398). 리더십이 잘못 활용될 경

우 그 부작용은 조직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잘못된

리더십은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그 구성원들과 앞으로의 세대에 큰 피해

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듯 조직 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다. 1990년 이후 조

직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Burns의 변혁적 리더십이 등장

하게 되었다. 그리고 Bass는 Burns의 연구결과를 확장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기를 끌어올려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변혁적 리더십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Bass는 거래적 리더십을 리더와 추종자 간의 교환관

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거래적 리더십으로는 구성원들

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조직이 경쟁력을 확보

하고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조직 내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

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리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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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이운용, 2013) 이와 관련하여 1977년 로버트 그

린리프는 인간중심의 리더십 이론인 서번트 리더십을 주장하여 조직구성

원의 일체화와 공감대 형성, 리더의 봉사를 통한 조직목표 달성에 중점

을 두었다. 리더십에 대한 다른 논의로는 윤리적인 관점으로, 윤리는 모

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에 있

어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Ciulla, 2004), 리더십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윤

리적인 관점의 시각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윤리 및 도덕에 대

한 인식 전환의 변화가 강조되면서 윤리적 리더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윤리적 리더십으로 인한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져왔다(Brown et al, 2005; Resick et al, 2006).

경찰조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조직의 특수한 목표를 가지고

치안수요에 대해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계급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계층적인 조직구조를 띠고 있는 환경

속에서 경찰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구성

원들의 응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찰관리자의 효과적인 리더십의 발휘

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경찰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리더십이 주요한 변수로 인식되는 것은 경찰관리자의 리더십이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의 핵심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리더십은 미래의

경찰관에게 학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Kirkpatric & Locke, 1991).

경찰조직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접근방법은 아

주 다양한데 조직효과성 중에서 경찰조직 구성원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다면 구성원은 조직인으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을 유지, 발전

시켜 나가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구

성원들의 업무환경 등 사기, 직무만족 등이 조직효과성의 영향변수로서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대근무도 잦고, 출동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에 자주 노출되며, 강력 사건 등으로 인한 PTS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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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타 조직에 비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의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직업군

중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직업 1위가 바로 경찰공무원이었다. 경찰공무

원은 치안 서비스의 제공,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

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일반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업무수행과정에

서 훨씬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에 노출되어있는 것이다(이창한, 2006).

조직에서 리더는 부하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Koslowski & Doherty, 1989)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리더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과도한 통제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증가

시킬 수도 있으며, 스트레스 요인을 방지하거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Bass, 1990). 특히나 경찰조직에서 직무스트레스는 개

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 더 나아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관들의 직무스트레스

가 심해지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피로, 식욕부진이나 고혈압, 위장병 등의

질병은 물론, 흡연, 음주, 약물 등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구

성원들이 모이면 조직 내에서 업무에 대한 무력감, 결근, 이직률 및 퇴직

률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환범 외, 2008). 이러한 심

리적인 탈진은 제대로 된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에는 장기

적으로 치안서비스의 결함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효율적인 경

찰조직의 관리를 위해 리더십과 조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

계를 검증하는 작업은 조직구성원의 업무환경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

고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어

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경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살

펴보는 논문에서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직무스트레스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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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이창한, 2011). 하지만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전의경으로 한정 지

어 분석하여 경찰조직 전체의 폭넓은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경찰

서 형사과장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

동훈, 2013) 또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직

무스트레스가 아닌 조직몰입, 직무만족, 객관적 성과지표 등을 이용하였

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직무스트레스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경찰조

직의 연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서 경찰조직의 리더십을 연구할 때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정창호, 2002; 황기순, 2005; 조민상, 2008; 한동훈,

2013; 신동희, 2020). 최근 들어 윤리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이동건, 2017; 문국경, 2019) 아직까지 다양한 리더십 유

형을 포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변혁적 리더와 거래적 리더뿐만

아니라 리더의 유형으로 자유방임형 리더, 조직구성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서번트 리더 등 리더의 유형은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더의 유형을 포함시킨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경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 직업

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리더십과 연관하여

연구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를 위해 바람직한 리더십은 어떤 것인지, 어떠한 리더십의 유형과 특성이

조직구성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등에 알아보고자 한

다. 리더십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분석을 통해 앞으로 계층 조직의

관점에서 경찰관리자, 즉 리더들의 리더십의 방향성과 조직구성원들의 직

무스트레스 감소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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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이론

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국

내 및 국외의 관련 서적 및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리더십 이론, 다양한

리더십 연구들,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개념, 경찰조직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뒤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

을 설정하고 설문 문항을 작성할 것이다.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와 주관식 문항,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유효한 설문지를 수거하도록 하겠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 및 전국 각지에 동기들을 통해 카톡, 경찰청

내부망 포털 등으로 설문을 부탁하여 불특정 다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여 유효한 표본을 수집할 계획이다.

설문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경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고

연구결과 및 시사점, 한계 등을 논의할 것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기술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모형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탐색적 요

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성 판단을 위한 Cronbach’s 
분석을 실시하여 기준값이 0.7 이상이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변수에 대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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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간에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 볼 것이다. 수집된 표본을 토대로 경찰

공무원이 인식하는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직무스트레스와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제3절 논문의 구성

위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연구의 방법과 대

상, 그리고 범위를 제시한 뒤 전체적인 논문의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2장에서는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경찰 조

직에서 각 변수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

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연구와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측정도

구의 개발과 설문 문항의 구성, 연구대상의 특징과 분석 방법을 제시하

였다.

제4장에서는 설문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가설검증을 시도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논문의 결론 및 시사점,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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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 리더십 이론

1) 리더십의 정의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수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

다. 리더십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 Burns(1978)는 리더가 조직원들로 하

여금 조직의 가치 및 동기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

하며 제도적, 정치적, 심리적 자원 등이 동원될 때 발휘되는 것으로 리더

십을 정의하고 있다. Gibson(1988)은 어떤 한 개인이 강제적 권력의 형

태를 사용하지 않고 집단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로 정의하

여 조직 관점으로서 리더십을 바라보고 있다.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정

의를 알아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리더십의 정의 요약

연구자 정의

Hemphill & Coons

(1957)

개인의 행동이며 집단의 활동들을 공유 목표로 행하게

하는 것

Kats & Kahn

(1978)

조직의 일상적인 지시에 기계적으로 응종하도록 하는

것에 더해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

Burns(1978) 개인이 조직원들의 가치와 목적 등을 동기유발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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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Yukl(2013), 『현대조직의 리더십 이론』, 시그마프레스, p3에 내용추가

이처럼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정치적, 심리적 및 기타 자

원을 동원할 때 발휘되는 것

Rauch & Behling

(1984)

조직화된 집단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목표를 성취하도

록 하는 과정

Richard & Engle

(1986)

비전을 명확히 하고 가치를 구체화시키며, 그 안에서

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창조하는 것

Gibson et al.

(1988)

어떤 한 개인이 강제적 권력의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집단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

Jacobs & Jaques

(1990)

집합적 노력에 목적, 즉 의미 있는 방향을 부여하는 과

정이며,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목적의 성취

를 위해 사용하는 것

Schein(1992)
문화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며, 보다 적응적

인 진화적 변화과정에 착수할 수 있는 능력

Drath & Palus

(1994)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

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

Hooper & Potter

(1997)

어떠한 조직 안에서 통제하는 것 대신에 영감에 의한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감정

을 창조하도록 하는 것

House et al.(1999)

개인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여 타인

이 조직의 효과성과 성공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정창호(2002)
조직의 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이 노력

을 하도록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

Northouse(2013)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집단의 성원들

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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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직의 리더로서 조직의 목표를 위해 조직구성원들의 생산성을 높이

고 조직이 목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일련의 형태’를 의미

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리더십을 설명할 때 중점을 리더에 두느냐, 조

직구성원들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이 논의될 수 있을 것

이다.

2) 리더십 이론의 전개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은 리더와 조직구성원, 상황이라는 세 가지 요

인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특성이

론(Trait Theory), 행동이론(Behavior Theory),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으로 발전되어 왔다.

Hernandez et al.(2011)는 기존의 전통적 리더십 이론을 확장하고 지

금까지 제시된 수많은 리더십 이론들을 통합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리더

십은 어디에서 오는지(the loci of Leadership)에 따라 리더, 상황, 조직구

성원, 집단, 리더-조직구성원 등 5가지로 구분을 하고, 리더십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the mechanism of Leadership)에 따라 특성, 행동,

인식, 영향 등 4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리더십 이론을 분류하였다.

(가) 특성이론(Trait Theory)

리더십 연구의 초기이론으로서 리더는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자

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유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처해있는 상황이

나 환경이 바뀌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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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는 지능, 인성, 육체적 특징, 감독 능력,

자신감, 외향성, 유머, 성취 욕구, 결단력 등이 있다. 하지만 특성이론은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이 리더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며, 다양한 속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상황적

영향에 따라 리더의 리더십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가며 조

직구성원에 대한 요소를 상대적으로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나) 행동이론(Behavior Theory)

행동이론에서 효과적인 리더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어떤 목

표를 달성하고 높은 생산성과 사기를 가져오게끔 특별한 리더십 행동유

형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행동이론에서는 리더십 특

성이 학습될 수 있다고 믿으며 권위적인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 민

주적 리더십, 가부장적 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이 규정되었다.

행동이론에 관한 주요 연구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Leader Behavior

Description Questionnaire(LBDQ) 연구(1945), 미시간(Michigan) 대학의

연구(1950) Blake & Mouton의 관리유형도(Managerial Grid) 연구(1958)

등이 있다.

하지만 행동이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리더십 작용 과

정에서 리더의 행동 외에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는 점을 무시하였

고, 리더의 행동유형을 측정하는 객관적이고 정확성 있는 측정 방법이 개

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있다.

(다)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

상황이론은 상이한 상황은 상이한 유형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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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러 상황에서 적용되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황이론에

따르면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리더십 유형을 상이한 상황의

요구에 적합시켜야 한다(Northouse, 2001).

상황이론에 관한 연구로는 Hersey & Blanchard의 상황대응이론

(1982), House의 목표-경로이론(1971), Fielder의 상황적합성이론(1967)

등이 있다.

하지만 상황이론은 변수의 측정 및 검증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복잡성만 더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 미시적인 변수들만을 분석한다는 한계 등으로

인한 비판을 받고 있다.

(라) The Loci and Mechanisms of Leadership

Hernandez et al.(2011)는 기존에 제시된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

론과 더불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사회적 거래의 관점에서의

리더십 등 다양한 현대의 리더십 이론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리더십의 발

현 중심지, 리더십의 작용방식 두 가지의 차원으로 분류하는 The Loci

and Mechanisms of Leadership 모형을 설계하였다. 리더십의 발현 중심

지에 따라 리더(Leader), 상황(Context), 조직구성원(Followers), 집단

(Collectives), 리더-조직구성원(Dyads)의 5가지 요소로 구분하였고, 리더

십의 작용방식에 따라 특성(Traits), 행동(Behaviors), 인식(Cognition),

영향(Affect)의 4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총 20개의 영역으로 모형을 구성

하였다. 각각의 리더십 이론을 발현 중심지와 작용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영역에 맞게 설계하였고 몇몇 이론들은 한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영역에 들어가도록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Hernandez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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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e Loci and Mechanisms of Leadership

* 자료 : Hernandez et al.(2011), The loci and mechanisms of leadership, p.1166

3) 리더십의 유형

Burns(1978)는 리더십의 유형을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과 변

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으로 구분했다. Burns에 따르면 거래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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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은 하급직과 리더의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보고 구성원의 가치, 신

념, 욕구의 변화가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

한 거래적 리더십은 하급직과 리더의 관계를 단순히 거래적으로 보았다

는 비판을 받는다. 변혁적 리더십은 하급직과 리더가 타인이 아니라 진

정한 동반자의 관계를 맺는 역할을 하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한다고 보았다. Burns의 리더십 유형의 구분을 시작으로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Meindl, 1990).

Burns의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기초로 하여 Bass &

Avolio(1994, 1997)는 다요인 리더십 이론에서 5가지 리더십 요인을 찾아

내었다. 연계보상, 예외관리는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이고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 배려은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에 해당한다. 초기에는

이러한 5가지 리더십 요인을 측정하였으나 리더의 행동에 직접적인 초점

을 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이후 세 가지 주요 리더십 행동을 주장하

게 된다. 세 가지 주요 리더십의 유형은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으로 구분할 수 있다.

Bass & Avolio는 세 가지 유형의 리더십에 대한 9가지 요인을 측정

하기 위해 36개의 표준화된 문항을 포함하는 MLQ Form 5-45 설문을

만들어 초기 연구보다 리더십 요인을 더 세분화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

십은 카리스마, 이상적 영향, 영감적 동기화, 지적 자극, 개별 배려 5가지

특성을 띠고 있으며 거래적 리더십은 연계 보상과 예외관리로 구분되는

데, 예외관리는 또 적극적, 소극적 예외관리의 2가지 형태로 나뉜다. 자

유방임형 리더십은 리더가 조직 관리에 개입하지 않는 정도에 의해 측정

된다(Avolio et al, 1995; Bass & Avolio, 1997).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어

떻게 보면 리더십의 부재를 의미하며 가장 소극적인 리더십의 유형이라

고 볼 수 있다.

최근 윤리 및 도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윤리적 리더십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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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주요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Brown et al.(2005)은 윤리적 리더십을 ‘리더의 개인적 행동 및 부하들과

의 관계를 통한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동의 시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지원 및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이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윤리적 리더십을 리더 자신이 직

접 윤리적 행동으로 부하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과 지위 권력에 기초한

부하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는 것, 두 가지 의

미로 파악하였다. 리더의 윤리적 행동은 부하들이 어떤 행동이나 역할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리더는 자신의 지위 권력, 부

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

한지 알려주고, 정책이나 업무를 통하여 윤리적 행동을 강조한다.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원들을 조력하는 역할을 우선시하고 조직원들

의 관심과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조력자로서의 리더

십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Greenleaf, 1977). 서번트 리더는 그들의

권력과 정보를 조직원들과 나누며 조직원의 성장과 조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리더가 조직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패러다임이었다면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는 부하를 위해서 헌신해

야 하며 부하들의 리더십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서번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경쟁적이며 지극히 개인

적인 특성을 지닌 진부한 개념의 리더십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김재득, 2012).

이외에도 타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상대방의 가치, 도덕적

관념, 지식, 그리고 타인의 강점에 대하여 관심이 많음을 드러내는 오센

틱 리더십,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가치, 태도, 행위를

통해 영적 생존감각을 가진다는 종교적인 특성을 반영한 영적 리더십,

리더와 조직구성원들이 힘을 공유하고 적절한 힘의 분배를 통한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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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는 임파워먼트 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 유형이 현대에 들어

논의되고 있다.

2. 직무스트레스

1)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미국 직업안전 및 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NIOSH(1999))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업무상 생기

는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바람이나 능력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해

로운 신체적·정서적 반응”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는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으며, French(1972)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을 통해 설명하며 개인욕구와 이를 만족시켜 줄 직무환경의 불일치로 직

무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Cooper & Marshall(1976)은 직무

스트레스를 직무와 관련 있는 부정적 환경요인 또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설명하며 직무과정, 역할 갈등, 역할 모호, 열악한 작업조건을 직무스트

레스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Schuler(1980)는 직무스트레스를 개인의 반응

개념으로 살펴보고 개인에게 조직특성이 다르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태적 요건에 의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Handy(1995)는 환경

과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중점을 두고, 직무환경과 그 내용이 복잡할

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더 심해진다고 설명한다. H.Selye(1986)은 직무스

트레스의 부정적 측면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언급하고 있지만

Beehr & Frantz(1987)은 직무환경이 구성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과정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바라보고 있으며 Margolis 등(1974)은 개

인이 가지는 심리적 또는 생리적 항상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직무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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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정의하였다. Gershon et al.(2009) 또한 개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

면 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처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간 생체가 나타내는 반응에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정의들은 대체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

점을 맞추고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표 2>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정의 요약

연구자 정의

French et al.(1974)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욕구와 직무환경의 요구 간의 불일치

Margolis et al.(1974)

개인의 심리적 또는 생리적인 항상성을 파괴하는 것

으로서, 업무과다, 역할 갈등, 역할 모호, 낙후된 작업

조건, 개인에게 위협을 주는 직무적 환경 등에 의해

서 유발되는 부정적 결과

Cooper & Marshall

(1976)

직무와 관련 있는 부정적 환경요소로 직무과정, 역할

갈등, 역할 모호, 열악한 작업조건 등이 원인

McGrath(1978)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로 인해 개인의 요구가 제약을

받게 될 때 발생하는 것

R.S.Schuler(1980)
두통, 복통, 신경쇠약 등의 육체적 상태와 피곤함, 압

박감, 긴장감 등의 심리적 상태

Ivancevich&Matte

(1980)

개인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는 행위나 상황, 어떠한

사건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적응 반응

Blau(1981)
환경적 직무요구가 개인의 반응 능력을 초과하든 반

대이든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

Parker & Decotiis

(1983)

근무환경에서 인식된 조건이나 사건 결과에 대한 역

기능적 인식 또는 감정

H.Selye(1986)

순기능 스트레스란 스트레스 반응이 긍정적이며 건

설적 결과를 발생, 역기능 스트레스란 스트레스 반응

이 건전하지 않거나 파괴적인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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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선행연구 참고하여 재구성

2)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경찰공무원은 하루 24시간 근무체제를 항시 유지해야 하며 각종 범

죄 및 사고 현장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직 내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직무스트레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직무스트레스 자체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개인

들의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본 경찰 직무스트레스는 경찰관 개인이 직무

수행 중에 직무환경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신체적·심리적인 부정적인 반

응으로 정의되고 있다(이환범 외, 2006; 문유석, 2011)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능력과 조직환경에서의 지나친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특정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황창호, 2015). 특정한 상황이

란 상황의 실패로 인한 직무적 요구 등 경찰조직의 특수성과 이에 대한

개인의 특성, 개인이 느끼는 반응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한 상태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동기나 능력에 맞는 직무환경을 제공

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능력이 직무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경찰의 직무스트레스를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이다(차운성, 2018).

경찰의 업무는 예측이 어렵고 돌발적이면서도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피해회복이 곤란해지며 구제기회 자체가 상실될 우려가 큰

Beehr & Frantz

(1987)

직무환경이 구성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과

정

Handy(1995) 환경과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사이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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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죄책감, 후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전대성·최낙범, 2015).

조직 내 활동은 상당 부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

히 경찰조직에서는 계층제적 특성으로 인해 상사, 동료, 부하와의 관계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조직은 업무의 특성상 개

인보다는 팀 단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상황에서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팀원들 간에 아이디어를 교환함으로써 창의성이 창출되어 조

직혁신과 조직의 효과성 증진 및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김원형, 2011). 하지만 항상 팀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긍정적인 효

과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팀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신과 갈등

은 이직의도, 정신적 좌절, 감정 소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Adams &

Buck, 2010).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공무원은 권위적이고 엄격한 계급제로 운영되는 조직문화로

인해 의사소통의 부재, 불공정한 인사, 과도한 업무요구 등으로 인한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위험요소가 내재된 돌발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업무를 취급하며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

이 맡은 업무에서 기대와 요구가 과다하여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대인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숙, 2017).

많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극을 통해 나타나는 반응인 직무스트레스는 주로 부정적인 부분을 강

조하고 있다(민홍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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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스트레스 연구모형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관점에 따라 정의에도 조금의 차

이를 보이는 것처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모형도 매우 다양하다. 크

게 개인중심의 접근모형, 환경중심의 접근모형, 개인-환경 통합 접근모

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개인중심의 접근모형

개인중심의 접근모형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변화 및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다. Parker와 Decottis는 직무스트

레스를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느끼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1차적

인 결과로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제거하지 못하면 직무스트레스를 즉각

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에 의한 제2의 결과도 필연적으로 가

져오게 된다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구종태, 2002). Mitchell과

Larson(1978)은 스트레스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심

리적인 반응과 생리적인 반응으로 구분하였고 상태 또한 장기적인 상태

와 단기적인 상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구종태, 2002).

(나) 환경중심의 접근모형

환경중심의 접근모형 중 자극-접근 모형은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

수로 보고 환경의 자극이라는 관점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반

응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 모형은 인간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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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긴장감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백창현, 2008). 사회적 환경 모형은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적인 환경

과 관련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객관적인 환경 유기체 내에서 심리적 환

경, 개인 반응 및 이와 관련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질병의 연

결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백창현, 2008).

(다) 환경-개인 통합 접근모형

심리모형은 갈등, 불안, 욕구좌절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하는데 이 모형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

환경에 대한 직무수행자의 심리적 평가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적 지각과 인지의 특성을 충

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과정모형은 직무스트레스의 발생과정을 객관적

상황, 지각된 상황, 반응선택 그리고 행동이라는 4단계로 구분하여 특정

인의 행동결과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구종태, 2002).

Steers(1981)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조직영향요인과 개인영향요인으로

구분하고 조직구성원 개인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Gibson(1985)은 작업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작업스트레스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 스트레스 요인, 개

인적 스트레스 요인, 집단 스트레스 요인, 조직 스트레스 요인 등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직무수행자들의 인지도

차이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Beehr와

Newman(1985)의 모형은 개인과 환경의 불일치, 과정, 결과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직무수행자 개인과 환경의 불일치가 직무스트레스를 만들어내

고, 과정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 긴장을 의미, 결과는 직

무수행자 개인의 건강이나 행위, 조직의 생산성, 유효성 등으로 설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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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eehr와 Newman은 이 모든 개념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개인과

환경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구종태, 2002).

4)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McGrath(1978)는 과업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역할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물리적 환경에 의해 야기된 스트레스, 사회적 환경에

의해 발생한 스트레스, 개인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Cooper & Marshall(1978)은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을 조직외

적요인은 사무실의 밀집도와 공기 등 물리적 환경과 가정불화와 같은 가

족요인, 다른 조직과의 경쟁으로 분류하였으며, 조직내적요인은 조직구조

관련 요인(집권화와 공식화), 조직 내 직무 또는 역할 관련요인(역할과

다, 역할갈등, 역할모호) 그리고 대리관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Schuler(1980)는 욕구와 가치, 능력과 경험, 성격 등의 개인차원 요인과

역할성격, 과업성격, 리더십, 조직구조, 작업환경, 개인상호 간의 환경과

같은 조직차원의 요인들이 직무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Parker

& Decottis(1983)는 직무의 특성, 조직의 특성, 조직 내의 역할, 대인관

계, 외부조직에 대한 헌신과 책임이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라

고 하였다. 또한 Gibson(1983)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광

도, 소음, 기온, 공기오염 등의 물리적 요인,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작업

과다, 타인에 대한 책임, 직무설계 등의 개인적 요인, 동료, 부하, 상사와

의 관계를 나타내는 집단 요인, 조직구조, 작업수준 등의 조직 요인, 그

리고 연령, 성별, 교육수준, 성격 유형 등 개인차에 의한 요인 등으로 구

분하였다. 다음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학자별

로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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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자료 : 이운용(2013)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연구자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cGrath(1978) - 과업, 역할,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의 고유한 특성

Ivancevich&

Donnelly(1978)
- 조직구조(관료제적 조직구조, 비관료제적 조직구조)

Cooper &

Marshall(1978)

- 조직외적요인(물리적 환경, 가정불화, 다른조직과의 경쟁)

- 조직내적요인(집권화와 공식화, 역할과다, 역할갈등, 역할

모호, 대인관계 등)

Schuler(1980)

- 개인차원요인(욕구와 가치, 능력과 경험, 성격 등)

- 조직차원요인(역할성격, 과업성격, 리더십, 조직구조, 작업

환경 등)

Parker &

Decottis(1982)

- 직무의 특성, 조직의 특성, 조직내의 역할, 대인관계, 외부

조직에 대한 헌신과 책임

Gibson(1983)

- 물리적 요인(광도, 소음, 기온, 공기오염)

- 개인적 요인(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작업과다, 타인에 대한

책임, 직무설계)

- 집단 요인(동료, 부하, 상사와의 관계)

- 조직 요인(참여의 결여, 조직구조, 작업수준, 명확한 정책의

결여)

- 개인차(연령, 성별,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 성격유형, 자존심)

박미정(2007) 중간관리자의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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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경찰조직의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경찰조직의 리더십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찾아본 결과 대부분 경찰

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의 성과와 연관 지어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

었다. 다양한 리더십 이론을 통해 경찰조직에 적용시키고자 하였으며 주

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창호(2002)는 경찰서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객관적, 주관적 지표

를 종속변수로 사용, 조절변수로는 조직공정성과 리더만족을 선정하였다.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둘 다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변혁

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조직성과에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는 결

과를 발표하였다.

유경화·신원형(2003)은 리더십은 리더가 개별 구성원들과 집단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들의 행동을 조직의 성과에 연결시키는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고, 리더십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주로 리더십이 리더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과 같은

조직유효성과 조직구성원의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해왔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역량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라는 ‘집단 효능감’의 변수를 통해 리더십과 성과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집단 효능감

을 매개효과로 하여 조직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

혀냈고,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는 없지만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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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순(2005)은 구조주도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등

의 리더십 유형이 직무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지구대 직원의 직무

성과를 제고하고, 거래적 리더십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조민상(2008)은 경찰지구대장의 리더십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조직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의 구성요소는 Bass &

Avolio가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카리스마, 이상적 영향, 영감적 동기화,

지적 자극, 개별 배려)과 거래적 리더십(연계 보상, 예외적 관리)이며 종

속변수인 조직효과성은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시민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결과 경찰지구대장의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크지 않고,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

동에 미치는 영향은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크다고 하였다.

이창한(2011)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근무 하고 있는 전의경

을 대상으로 경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경찰조직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고 조직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직무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변혁적 리

더십과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전의경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고 변혁

적 리더십(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킨 반면, 자유방

임형 리더십은 오히려 직무스트레스를 높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동훈(2013)은 경찰서 형사과장의 리더십 유형이 부하 형사들의 조

직몰입과 형사 1인당 5대 범죄 검거건수와 같은 주관적, 객관적 조직효

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서 형사과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형사들의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고, 거래적 리더십은 형사들의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은 형사 1인당 5대 범죄 검거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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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거래적 리더십은 형사 1인당 5대

범죄 검거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

로 경찰서 형사과장의 거래적 리더십의 강화는 주관적 조직효과성을 향

상시키고, 변혁적 리더십의 강화는 객관적 조직효과성을 개선시킬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동건(2017)은 경찰공무원 조직의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인식과

직무만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연구 결과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은 부하직원의 깊은 신뢰를 유발하며 그로 인하여 직무성과인식과

직무만족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신동희(2020)는 경찰공무원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

직성과인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

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관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모

두 조직구성원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발적 참여의지에 영향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직몰입과 관련하여서는 상관의 변혁적 리더십보다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가치몰입을 향상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경찰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윤리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강양훈(2012)은 리더의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진실성, 진심으로 배려

하는 마음, 균형 잡힌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이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조직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정회근(2013)은 상사가 윤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직무성과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조직기반 자긍심을

향상시켜 조직성과 변수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과관계를 연구하였다.

이진아(2008)의 고객센터 중간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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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연

구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상사신뢰를 매개변수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에는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이직의도에는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운용(2013)은 공공기관에서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부하직원의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매

개변수로 직무스트레스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직

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부하직원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 경찰조직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경찰공무원은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조직의 특수한 목표를 가지

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

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경찰조직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찾아본 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신성원, 2010; 오성희, 2010; 이환범·이수창, 2006; 김구, 2005) 또한 이

밖에도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관계를 둔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고(유영현, 2009; 김구, 2005; 박성수, 2002),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거나(김미나, 2016; 김정환, 2017; 이소연, 2019),

직무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들 또

한 찾아볼 수 있었다. (이환범, 2008; 권상혁, 2013)

김구(2005)는 지역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분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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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치안센터(지구대) 근무자로 한정하여 치안센터 근무자들의 직무스

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 요인인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

할부담이 증가될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지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밝

혔다.

이환범·이수창(2006)은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

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

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의도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무스트레스의 직접효과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변수로 하여 경유할 경

우 간접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직의도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직접효과가 직무스트레스의 직접효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직의도에 미치는 이러한 연구결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이

직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유영현(2009)은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직

무만족,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경

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요인, 상

사관계요인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동료관계요인은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양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도 다를 것이

라는 가설을 세우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역할관계요인이, 경찰공무원의 경우 대인관계요인이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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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2008)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을 개인적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조직적 차

원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환경적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분류하

여 분석하였다.

문유석(2011)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업무부담, 역할모호성, 권위주의, 성차별 등이 직무스트레

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조직지원, 인사관리적정성 등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유재창(2014)은 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비경찰과 전투경찰순경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

구결과, 전투경찰순경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유의미

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순

경 간에는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그것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임희진(2020)은 기존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찰관 기동대 조직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경찰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남성 기동대원과 여성 기동대원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기동대원과 여성 기동대원

사이에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남

녀 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민홍기(2021)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련요인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찰공무원 직무스트

레스 관련요인을 개인적 요인, 유발 관련요인, 조절 관련요인으로 나누고

이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유발 관련요인이 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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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감정노동, 폭력피해, 근무환경, 조

직 내 인간관계 모두 경찰이라는 조직환경 속에서 파생될 가능성이 큰

요인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직무스트레스와 중간 효과크기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인 조직 내 인간관계는 구체적으로 부하관계와 상

사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경찰조직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특성에 기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신성원, 2010). 국내 주요 선행연구에서

다룬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임희진,

2020).

<표 4> 주요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요약

연구자 직무스트레스 요인

공경춘(1997)

역할요구(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 과부하), 과업요구

(직무 다양성, 직무 자율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물

리적 요구(직무환경 등)

박성수(2002)
직무, 인간관계, 조직구조 등과 같은 조직 내적 요인과 경

찰 환경, 일상 생활적 요인 등 조직 외적 요인

김구(2005)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부담

이환범·이수창

(2006)
업무로 인한 불안감, 우울감, 피로감, 좌절감

유영현(2009)
역할관계(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부담), 대인관계(상사,

동료 관계)

박종숙(2007) 직무 관련, 성차별, 대인관계, 조직공정성 요인

이환범 외(2008) 직무, 역할, 대인관계, 지역사회요인

허찬영 외(2008)
조직체계, 직무 요구, 직무 자율성, 직장문화, 직무 불안정,

관계 갈등, 보상 부적절

오미화(2009) 역할, 직무, 인간관계, 보상, 경력개발, 조직 특성 요인 등

권상혁(2013) 직무 역할, 대인관계, 보상, 조직특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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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임희진(2020)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경찰조직의 리더십과 경찰조직의 직무스

트레스에 관한 이해를 높여주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선, 경찰조직의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직무스트레스 요

인과 조직몰입, 직무태도,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는 많이 찾아

볼 수 있었으나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는 연

유재창(2014)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역할 모호

정용선(2014)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업무 과다, 인간관계, 조직구조,

지역사회 관계요인

황창호(2015) 역할 갈등, 역할 과다, 역할 모호

오유라(2015)
직무 요구, 직무 자율성, 직무불안정, 관계설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임국빈(2017)
인간관계 요인, 직무요인, 근무환경요인, 외부환경요인, 조

직문화요인

김정환(2017) 역할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

염건웅(2018) 역할 모호, 역할 과다, 역할 갈등

조현주(2018) 조직 관련, 역할 관련, 관계 관련

윤여원(2018)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업무과다, 직무 자율성

류기욱 외(2019)
직무 자율성, 대인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직무 요구, 조

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이소연(2019)
경찰의 직무특성 요인, 경찰조직 내 개인역할 요인, 조직

분위기 요인, 경찰 대인관계 요인, 경찰 경력개발 요인

민홍기(2021) 개인적 요인, 유발 관련요인, 조절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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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찰조직에서의 리더십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창한

(2011)은 리더십 유형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조직효

과성의 변수 중 하나로 직무스트레스를 설정하였으나 그 분석대상이 전

의경에 한정되었고 다양한 리더십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주

요 변수로 설정하여 경찰조직에서의 리더십에 관한 분석을 하였지만 최

근 윤리와 도덕이 조직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목

받고 있는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을 위해 헌신을 한다는

관점을 지닌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실증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뿐만 아니라 자유방

임형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의 리더십 유형을 포함하여

경찰조직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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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

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각각의 리더십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직무스

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알아내고자 한다. 독립변

수인 ‘리더십 유형’은 Bass & Avolio(1994, 1997)가 제시한 세 가지 리더

십인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과 함께 Brown

et al.(2005)이 제시한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Greenleaf(1977)이 주장하고

Spears(1995)를 통해 측정기준을 얻을 수 있는 서번트 리더십까지 총 5

개의 변수를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 및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고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으로 역할수행 스트레스, 직무특성 스트레스, 조직구조

스트레스, 과업변화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연구한 이현숙(2017)의 연구와

이운용(2013)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인관계

요인 등을 참조하여 역할수행 요인, 직무특성 요인, 조직구조 요인, 대인

관계 요인 등 4가지 지표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연령, 성별, 학력, 결혼유무, 계급, 입직경로, 근무년수, 근무부서 등은 통

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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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제2절 가설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제2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1)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2) 거래적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3) 자유방임형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4) 윤리적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5) 서번트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로 나눌 수 있으며 총 5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경찰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

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변수 : 리더십 유형

변혁적 리더십

종속변수

거래적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 직무스트레스

통제변수 : 인구통계학적 변수(연령, 학력, 성별, 계급 등)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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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선행연구(정창호, 2002; 황기순, 2005; 이창한, 2011; 황세웅,

2013; 유경화, 2003; 한동훈, 2013)에서 경찰조직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과 정(+)의 상

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변혁적인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업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

정하였다.

특히 이창한(2011)의 경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과 조직효과성의 관계

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전의경들에게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였을 때 직

무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황세웅(2013)은 경찰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

소인 카리스마와 개별적 고려가 지속적, 규범적 몰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직몰입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목표, 가치 및

사명의 내면화를 통해 조직에 심리적 애착을 느끼고, 조직에 남아 있고

싶어한다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무스트레스를 크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설 2] : 경찰관리자의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

스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래적 리더십은 연계 보상과 예외적 관리를 통해 조직구성원들과 리

더를 거래적 관계로 보아 필요할 때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

다.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의 유지 및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연구(유경화, 2003)가 있긴 했지만 거래적 리더는 단기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용인들의 기본적인 욕구수준만을 충족시키고

자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황기순(2005), 이창한(2011)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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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찾아볼 수 있었다. 조직구성원이 성과에 따라 보

상을 받는 성과평가제의 부작용과 경찰조직과 같이 특수 업무를 수행하

는 조직에서는 예외적 관리를 명목으로 상사가 개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경찰조직의 거래적 리더십은 오히려 직무스트레스를 높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설 3] : 경찰관리자의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스

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Bass & Avolio의 척도에서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소극적인 리더십으로

조직원들에게 간섭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리더십의

부재와 가깝기 때문에 계급이 존재하는 경찰조직에서 자유방임형 리더십

은 업무환경에서 조직구성원의 역할모호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

다. 이는 제대로 된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 자유방임형 리더십이 직무

스트레스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창한(2011)의 경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과 조직효과성의 관계

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전의경들에게 자유방임형 리더십을 발휘하였을 때

오히려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설 4] : 경찰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

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동건(2017)은 경찰공무원 조직의 윤리적 리더십의 발휘가 직무성과

인식과 직무만족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내에서 제대로 발휘가 된다면 조직원들은 직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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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더 잘 달성할 수 있고 직무를 더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리더는 규범적 행위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조

직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강화를 통해 경청하고 개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 공정성을 중요시하여 조직구성원들에게 도덕적이고 윤

리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윤리적 리더십은 직무

만족을 높이고, 직무태도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무스트레스를 낮

출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5] : 경찰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

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번트 리더는 경청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공감과 설득을 바탕으로 업

무를 추진하는 등 부하직원을 존중하고 감정적인 해결이나 의견수용의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부하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

는 역할을 한다(이운용, 2013).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 또한 서번트 리더

십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를 입증하

고 있다.

이운용(2013)은 공공기관에서 발휘되는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서 매개변수로

직무스트레스를 활용하였는데, 연구결과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구

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경찰조

직에서도 서번트 리더십이 유사하게 작용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스트

레스를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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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의 주요 변수는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과 종속변수인 ‘직

무스트레스’이다. 그 외 통제변수는 연령, 성별, 학력, 결혼유무, 계급, 입

직경로, 근무년수, 근무부서 등이다.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1) 독립변수 – 리더십 유형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은 크게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5가지로

구성된다.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란 리더가 조직을 혁신

시키기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장기 전망을 제시하며, 높은 이상이나 목표

의식을 갖도록 하고, 동기유발 시키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구성

원들이 조직 목표 달성에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리더

십으로 정의한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으로는 카리스마, 이상적 영

향, 영감적 동기화, 지적 자극, 개별 배려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이란 리더가 구성원들의 노

력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을 제공하는 상황적 보상, 협상 및 구성원의 순

종에 바탕을 둔 리더십으로 정의한다.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으로는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노력의 대가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

야 하는지 알려주며 노력의 결과로 원하는 것을 주는 연계 보상과 구성

원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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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간섭하지 않는 적극적 예외관리, 혹은 잘못을

하고 난 후에 간섭하는 소극적 예외관리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자유방임형 리더십(laissez-faire leadership)이란 리더가 구성원을 자

유롭게 내버려 두고 지시, 의사결정 등을 거의 하지 않는 유형의 리더십

으로 정의한다. 가장 소극적인 리더십이며 자유방임의 정도에 따라서 리

더십의 부재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Bass & Avolio(1995)가 제시한 MLQ Form 5-45을 한국어로

번역한 김정남(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척도인 45개의 문항을 수

정·보완하여 변혁적 리더십 11문항, 거래적 리더십 8문항, 자유방임형 리

더십 4문항 등 23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이란 리더가 규범적으로 개인적 행

동에서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적절한 지원 및 의사소통,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이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리더십으로 정의한다. 윤리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으로는 규범적 행위, 소

통과 강화, 공정한 의사결정 3가지로 구성하였으며 Brown et al.(2005)의

윤리적 리더십 구성요소를 변수로 사용한 이동건(2016)의 연구를 참고하

여 총 6개의 윤리적 리더십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란 조직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며 부서 또는 팀이 진정한 공동체

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더십으로 정의한다. 서번트 리더십의 하

위요인으로는 경청, 공감, 설득, 치유, 인지, 부하의 성장, 청지기 의식,

공동체 형성 등 8가지로 구분하였으며 Spears(1995)가 제시한 서번트 리

더십의 하위행동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운용(2013)이 구성한 22개 문

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9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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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리더십 유형에 대한 설문의 구성

항목 설 문 내 용 문항

변혁적

리더십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자신과 함께하

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한다.
문1-1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 집단 전체의 이익을 앞세운다.
문1-2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원들

이 존경할만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문1-3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강한 목적의식

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문1-4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집단을 위한

사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1-5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다.

문1-6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강력하게 제시한다.
문1-7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도록 권한다.
문1-8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맡은 일을 완

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보라

고 제안한다.

문1-9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원들

의 개인적 발전을 위해서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시

간을 쓴다.

문1-10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원들

개개인이 욕구, 능력, 포부가 다름을 인정해준다.
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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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적

리더십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노력한만큼 대

가로 도움을 준다.
문2-1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목표를 달성하

면 조직구성원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한다.

문2-2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원이

기대에 부응하면 만족스러움을 표현한다.
문2-3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기준에서 이

탈, 불법, 예외, 실수가 발생하는지 사전에 주의룰

집중한다.

문2-4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의주시한

다.

문2-5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예상치 못한

실수, 불평, 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바로잡

기에 관심을 기울인다.

문2-6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문제가 심각해

지기 전까지 개입하지 않는다.
문2-7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일이 잘못되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일이 잘못된 후에 바로 잡기

위한 행동을 한다.

문2-8

자유방임형

리더십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입하기를 꺼려하고 피한다.
문3-1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원이

필요로 할 때 자리에 없다.
문3-2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의사결정하기

를 꺼려하며 회피한다.
문3-3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긴급한 질문에

대해서 제때 응답하지 않는다.
문3-4



- 41 -

윤리적

리더십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사생활에서도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문4-1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윤리 규정을

위반한 부하직원을 규제하는 편이다.
문4-2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어떻게 일을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기준을 보

여준다

문4-3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의 윤리나

가치관에 대해 조직구성원과 이야기 하는 편이다.
문4-4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성공의 판단

기준을 결과 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4-5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
문4-6

서번트

리더십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존중해준다.
문5-1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직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

력한다.

문5-2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지시나 명령보

다는 설득을 통해 조직구성원을 움직인다.
문5-3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조직구성원을 잘 돌봐준다.
문5-4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격려해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다.
문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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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무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요

인들 중 역할수행 스트레스, 직무특성 스트레스, 조직구조 스트레스, 과

업변화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연구한 이현숙(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역

할수행 요인, 직무특성 요인, 조직구조 요인, 대인관계 요인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역할수행 요인으로는 역할모호, 역할과다, 역할갈등 등의 요

인들을 포함하여 총 6문항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직무특성 요인은 경찰

의 직무특성 중 성과평가, 실적, 교대근무, 업무의 즉시성 등 경찰 직무

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선별하여 총 5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직구조 요인은 조직의 분위기, 계급구조로 인한 업무지시, 근무평가 등

을 고려하여 4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요인은 이운용

(2013)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총 3문항을 구성, 직무스

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총 18문항을 구성하였다.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5-6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업무를 자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준다.
문5-7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의사결정을 할

때, 조직구성원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한다.
문5-8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결속력이 강한

팀 또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문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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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의 구성

항목 설 문 내 용 문항

역할수행

스트레스

업무적으로 나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모호할 때가

있다.
문6-1

업무시간 내에 일을 완료할 수 있다. 문6-2

과도한 업무성과를 요구받는다. 문6-3

상사의 업무지시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문6-4

누군가 내 업무영역에 간섭한다. 문6-5

원치 않는 업무를 하고 있다. 문6-6

직무특성

스트레스

성과측정지표 항목이 너무 많다. 문6-7

실적을 위한 경쟁이 심하다. 문6-8

즉각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6-9

야간근무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제공받지 못한다. 문6-10

창의적 제안을 통한 변화 시도는 적극 수용되지

못한다.
문6-11

조직구조

스트레스

우리 관서의 근무평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문6-12

성과평가에 우리 관서(부서)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는다.
문6-13

우리 조직의 분위기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문6-14

모바일을 통한 업무지시가 늘고 있다. 문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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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연령, 성별, 학력, 결혼유무, 계급, 입

직경로, 근무년수, 근무부서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설문지 응답을 이용

하였다.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함으로써 결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을 진행하게 되었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①, “아니다”②, “보통이다”③,

“그렇다”④, “매우 그렇다”⑤ 로 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뉜

다. 변혁적 리더십 11문항, 거래적 리더십 8문항, 자유방임형 리더십 4문

항, 윤리적 리더십 6문항, 서번트 리더십 9문항 등 총 38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역할수행 스트레스 6문항, 직무특성 스

트레스 5문항, 조직구조 스트레스 4문항, 대인관계 스트레스 3문항으로

총 18문항,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통제변수 8문항으로 총

64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나는 상사, 동료, 부하들에 대해 신뢰감이나 애정

감을 갖지 못한다.
문6-16

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사, 동

료, 부하가 없다.
문6-17

나는 상사, 동료, 부하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

외감을 느낀다.
문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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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설문지의 구성

구분 구성 설문번호 문항수 척도 출처

독립

변수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Ⅰ)1-3 3

Likert

5 점

척도

Bass &

Avolio

(1995)

김정남

(2009)

이상적 영향 Ⅰ)4-5 2

영감적 동기화 Ⅰ)6-7 2

지적 자극 Ⅰ)8-9 2

개별 배려 Ⅰ)10-11 2

거래적

리더십

연계 보상 Ⅱ)1-3 3

적극적 예외관리 Ⅱ)4-6 3

소극적 예외관리 Ⅱ)7-8 2

자유방임형

리더십
자유방임 Ⅲ)1-4 4

윤리적

리더십

규범적 행위 Ⅳ)1-3 3 Brown et

al.(2005)

이동건

(2016)

소통과 강화 Ⅳ)4 1

공정한 의사결정 Ⅳ)5-6 2

서번트

리더십

경청 Ⅴ)1 1

Spears

(1995)

이운용

(2013)

공감 Ⅴ)2 1

설득 Ⅴ)3 1

치유 Ⅴ)4 1

인지 Ⅴ)5 1

부하의 성장 Ⅴ)6-7 2

청지기 의식 Ⅴ)8 1

공동체 형성 Ⅴ)9 1

종속

변수

직무

스트레스

역할수행 Ⅵ)1-6 6 이현숙

(2017)

이운용

(2013)

직무특성 Ⅵ)7-11 5

조직구조 Ⅵ)12-15 4

대인관계 Ⅵ)16-18 3
통제

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Ⅶ)1-8 8

명목

척도
전체 문항 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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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수집

연구 문제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

무원을 대상으로 최대한 계급과 근무지역 등에 대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하여 구글 설문지로 응답을 받거나, 일

부 응답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고, 10명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포하였고 그

중 181부를 회수하여 90.5%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인

1부를 제외하고 총 180부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설문지 응답 현황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응답자의 설문 응답을 통해 얻어진 유효한 표본을 대상으

로 경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리더십의 발휘와 구성원의 직무스

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유효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배포(부) 응답(부) 회수율(%) 유효자료(부) 유효자료율(%)

200 181 90.5 180 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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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독립변수, 종속변수 등 주요변인의 기초통

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Cronbach’α 계수를 분석하였다.

넷째, 5가지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각 변인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를 구하였다.

다섯째,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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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제1절 기초 통계분석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180명의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는 102명(56.7%), 30대는 42

명(23.3%), 40대는 16명(8.9%), 50대 이상은 20명(11.1%)으로 2-30대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160명(88.9%), 여성은 20명(11.1%)으로

남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9명(10.6%), 전문대학 졸업 10명

(5.6%), 4년제 대학 졸업 122명(67.8%), 대학원 재학 이상 29명(16.1%)으

로 4년제 대학 졸업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

지 비율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결혼 여부는 기혼이 49명(27.2%), 미혼이 131명(72.8%)

으로 미혼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들의 계급을 살펴보면 순경이 31명(17.2%), 경장 14명(7.8%),

경사 11명(6.1%), 경위 114명(63.3%), 경감 9명(5%), 경정 이상 1명

(0.6%)으로 경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정 이하의 계급들로 답변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들의 근무년수는 1년 미만이 12명(6.7%), 1년 이상~3년 미만

이 84명(46.7%), 3년 이상~5년 미만이 30명(16.7%), 5년 이상~10년 미만

이 15명(8.3%), 10년 이상~15년 미만은 10명(5.6%), 15년 이상은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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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들의 입직경로는 순경 공채 83명(46.1%), 순경~경사 특채 4명

(2.2%), 간부후보생 8명(4.4%), 경찰대학 84명(46.7%), 기타 1명(0.6%)로

주로 순경 공채와 경찰대학 위주로 분포함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근무부서를 살펴보면 지구대·파출소는 31명(17.2%), 청문

1명(0.6%), 경무 4명(2.2%), 생활안전 2명(1.1%), 수사부서 49명(27.2%),

경비 85명(47.2%), 교통 4명(2.2%), 정보·보안 4명(2.2%)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180)

구분 표본수(명) 백분율(%)

연령

20대 102 56.7

30대 42 23.3

40대 16 8.9

50대 이상 20 11.1

성별
남성 160 88.9

여성 20 11.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9 10.6

전문대학 졸업 10 5.6

4년제 대학 졸업 122 67.8

대학원 재학 이상 29 16.1

결혼여부
기혼 49 27.2

미혼 131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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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순경 31 17.2

경장 14 7.8

경사 11 6.1

경위 114 63.3

경감 9 5

경정 이상 1 0.6

근무년수

1년 미만 12 6.7

1년 이상~3년 미만 84 46.7

3년 이상~5년 미만 30 16.7

5년 이상~10년 미만 15 8.3

10년 이상~15년 미만 10 5.6

15년 이상 29 16.1

입직경로

순경 공채 83 46.1

순경~경사 특채 4 2.2

간부후보생 8 4.4

경찰대학 84 46.7

기타 1 0.6

근무부서

지구대·파출소 31 17.2

청문 1 0.6

경무 4 2.2

생활안전 2 1.1

수사부서 49 27.2

경비 85 47.2

교통 4 2.2

정보·보안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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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5가지 리더십 유형(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

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과 직무스트레

스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

래의 <표 10>과 같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로서 먼저 독립변수인 5가지 리더십 유

형을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이 평균 3.1005, 표준편차 .8944이며, 거래적

리더십은 평균 3.2139, 표준편차 .6464로 나타났다.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평균 2.6611, 표준편차 1.0817로 리더십 중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으

며 윤리적 리더십은 평균 3.3037, 표준편차 .7774로, 서번트 리더십은 평

균 3.2519, 표준편차 .9842의 수치를 보였다.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 전체의 평균은 2.8630, 표준편차 .6967로

나타났고,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역할수행 스트레스가 평균 2.8241, 표

준편차 .8063, 직무특성 스트레스는 평균 3.0711, 표준편차 .8085, 조직구

조 스트레스는 평균 3.1806, 표준편차 .8789,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스트레

스는 평균 2.1704, 표준편차 .9007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리더십 유형은 자유방임형 리더십을 제외하면

3.1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평균보다 높게 측정되어 조직 내에서 변혁적,

거래적, 윤리적,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리더십에 비해 직무스트레스는 비교적 낮은 결과를 보

이고 있어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추측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 중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음을 알 수 있

었고 상대적으로 조직구조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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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요변수 기술통계 분석결과

제2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1. 변수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유사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동일한 요소에 대

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이 얻어지는 정도를 말한다. 신뢰

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가 지니고 있는 일관성,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변혁적 리더십 3.1005 .89442

거래적 리더십 3.2139 .64642

자유방임형 리더십 2.6611 1.08172

윤리적 리더십 3.3037 .77739

서번트 리더십 3.2519 .98423

종속변수 직무스트레스

역할수행 2.8241 .80631

직무특성 3.0711 .80851

조직구조 3.1806 .87885

대인관계 2.1704 .90071

전체 2.8630 .6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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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계수법(Cronbach’s Alpha)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도록

하겠다. Cronbach’s Alpha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복수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 사용되는 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고, 일정한 신뢰도 계수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 분류

집단에서 신뢰도 계수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거하기 위한 통계적 처리

기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고, 내적 일관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신뢰도 분석에

서 각 항목마다 CITC(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값을 분석하여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이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CITC 값이 0.3 미만이면 전체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제거 대상이

된다.

분석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알파계수가 .923, 거래적 리더십은 .707,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917, 윤리적 리더십은 .826, 서번트 리더십은 .942, 그

리고 직무스트레스는 .897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거래적 리더십 중 총 2

문항(7번, 8번)의 CITC 값이 -.012와 -.049로 음수의 값을 보였고, 윤리적

리더십 중 총 1문항(2번)이 CITC 값이 .096으로 신뢰도를 현저히 저해하

는 문항으로 판별되어 제거하도록 하겠다.

거래적 리더십 2문항(7번, 8번), 윤리적 리더십 1문항(2번)을 삭제한

뒤 신뢰도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고 거래적 리더십은 .859의 알파계수값을,

윤리적 리더십은 .884의 알파계수값을 보였고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직무스트레스는 알파계수값은 변함이 없고 모든 변수의 Cronbach’s Alpha

값이 0.8 이상이므로 본 연구의 신뢰도는 충분하게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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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초기 설문지 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표 12> 수정된 설문지 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Cronbach’s Alpha 항목 수

독립변수

변혁적 리더십 .923 11

거래적 리더십 .707 8

자유방임형 리더십 .917 4

윤리적 리더십 .826 6

서번트 리더십 .942 9

종속변수 직무스트레스 .897 18

구분 Cronbach’s Alpha 항목 수

독립변수

변혁적 리더십 .923 11

거래적 리더십 .859 6

자유방임형 리더십 .917 4

윤리적 리더십 .884 5

서번트 리더십 .942 9

종속변수 직무스트레스 .89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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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탐색적 요인분

석 시 요인적재 값 추정은 주성분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은 베리

멕스(Varimax) 직교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변수의 구성을 할 때에는

요인의 적재값과 공통성이 0.4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하였고 KMO 측도

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KMO의 값이 0.5 이

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타당도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KMO지수는 .868로 직무스트레스의 타당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검정에서는 p<.001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에서는 총 4개의 요인이 추

출되었고 요인 적재값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타당도

표본적절성의 KMO 측도 .86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343.095

자유도 153

유의확률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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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에 대한 타당도

독립변수인 리더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신뢰도 분석 결과에 따라 제거

된 문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을 대상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4>와 같다. KMO지수는 .950으

로 리더십의 타당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검정에서는

p=.000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었다. 각 리더십 별로 요인은 1개씩 추출되었고 요인 적재값은 4.0 이

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4> 리더십에 대한 타당도

제3절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 간의 관련성

을 확인하고 다중공선성 존재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등간 또

는 비율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표본적절성의 KMO 측도 .95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5199.993

자유도 595

유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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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계수의 절대치 혹

은 상관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강하다고 판단한다.

<표 15>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 (p<0.01)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 (p<0.05)

상관계수의 값이 0.9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고 다

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 사용될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표를 보면 상관계수들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고 0.9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리더십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분 변혁적 거래적
자유방

임형
윤리적 서번트

역할

수행

직무

특성

조직

구조

대인

관계

변혁적 1

거래적 .777** 1

자유방임

형
-.441** -.492** 1

윤리적 .792** .796** -.459** 1

서번트 .796** .773** -.480** .852** 1

역할수행 -.309** -.310* .438** -.280** -.308** 1

직무특성 -.261** -.295** .438** -.228** -.255** .692** 1

조직구조 -.387** -.338** .425** -.356** -.308** .585** .600** 1

대인관계 -.254** -.324** .425** -.262** -.189* .518** .495** .4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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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먼저 5가지 유형의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변

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상관계수는 .777(p<0.01)로 정(+)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변혁적 리더십과 자유방임형 리더십의 상관계수는

-.441(p<0.01)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윤리적 리더십은 상관계수 .792(p<0.01)로 정(+)의 상관관계, 변혁적 리더

십과 서번트 리더십은 .796(p<0.01)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거래적 리더십과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상관계수 -.492(p<0.01)으로 부(-)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거래적 리더십과 윤리적 리더십은 .796(p<0.01)

의 상관관계를 보여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거래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은 .773(p<0.01)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유방임형 리더

십과 윤리적 리더십은 -.459(p<0.01), 자유방임형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

은 -.480(p<0.01)의 상관계수를 가져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

으로 윤리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은 .852(p<0.01)의 상관계수로 다소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역할수행 스트레스와 직무특성 스트레스의 상관계수는 .692(p<0.01),

역할수행 스트레스와 조직구조 스트레스의 상관계수는 .585(p<0.01), 역할

수행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상관계수는 .518(p<0.01)로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직무특성 스트레스와 조직구조 스트레

스는 .600(p<0.01)의 상관계수를, 직무특성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는 .495(p<0.01)의 상관계수를 보여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직구조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498(p<0.01)의 상관계수를 가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전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상관계수가 0.7을 넘지 않아 다중공산성의 문

제를 일으키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과 역할수행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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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의 상관계수는 -.309(p<0.01), 직무특성 스트레스와의 상관계수는

-.261(p<0.01), 조직구조 스트레스와의 상관계수는 -.387(p<0.01), 대인관

계 스트레스와의 상관계수는 -.254(p<0.01)로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거래적 리더십과 역할수행 스트레스의 상관계수는

-.310(p<0.01), 직무특성 스트레스와의 상관계수는 -.295(p<0.01), 조직구

조 스트레스와의 상관계수는 -.338(p<0.01), 대인관계 스트레스와의 상관

계수는 -.324(p<0.01)로 역시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자

유방임형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의 상관계수는 역할수행 스

트레스와는 .438(p<0.01), 직무특성 스트레스와는 .438(p<0.01), 조직구조

스트레스와는 .425(p<0.01), 대인관계 스트레스와는 .425(p<0.01)로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윤리적 리더십과 역할수행 스

트레스의 상관계수는 -.280(p<0.01), 윤리적 리더십과 직무특성 스트레스

의 상관계수는 -.228(p<0.01),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구조 스트레스의 상

관계수는 -.356(p<0.01), 윤리적 리더십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상관계수

는 -.262(p<0.01)로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서번트

리더십과 스트레스 하위요인 사이에도 부(-)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는데 역할수행 스트레스와는 -.308(p<0.01), 직무특성 스트레스와는

-.255(p<0.01), 조직구조 스트레스와는 -.308(p<0.01), 대인관계 스트레스

와는 -.189(p<0.05)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제4절 가설검증

1.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 사이의 영향력 검증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형이 직무스트레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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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하고, 모형 정립과 계수 도출을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단순히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는 상관관계분석과

달리,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등간척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

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한 분석 결과의 왜곡

을 방지하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 경우 이를 확인

하기 위해 각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Dummy변수로 처리하여 독립변수

의 통제요인으로 투입하였다. Dummy변수 생성에 있어서 본래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대한 응답이 다소 세분화되어 있어 각 인구통계학적 항목

들을 다시 분류하여 분석 결과 해석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작하였다. <표

16>의 통제요인에 대한 분류는 가설 1부터 가설 5까지 모두 적용된다.

<표 16> 통제변수의 재분류

구분 기존분류 새로운 분류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성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최종학력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재학 이상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재학 이상

결혼여부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계급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이상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이상

입직경로
순경 공채, 순경~경사 특채,

간부후보생, 경찰대학, 기타
순경 공채, 경찰대학, 기타

근무부서

지구대·파출소, 청문, 경무,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보안

지구대·파출소, 수사, 경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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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변혁적 리더십,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오류 β

1 (상수) 3.748 .175 21.382 <.001

변혁적 리더십 -.285 .054 -.366 -5.252 <.001

2 (상수) 4.104 .527 7.788 <.001

변혁적 리더십 -.265 .058 -.341 -4.536 <.001

연령더미_20대 -.033 .440 -.023 -.074 .941

연령더미_30대 -.276 .367 -.168 -.753 .453

연령더미_40대 -.016 .244 -.006 -.064 .949

성별더미 -.045 .177 -.020 -.255 .799
최종학력더미_

고졸
-.185 .236 -.082 -.782 .435

최종학력더미_

전문대졸
.079 .291 .026 .269 .788

최종학력더미_

4년제 대졸
.029 .152 .020 .193 .847

결혼여부더미 .090 .233 .058 .386 .700

계급더미_순경 .031 .461 .017 .066 .947

계급더미_경장 .178 .449 .069 .396 .693

계급더미_경사 .197 .403 .068 .489 .626

계급더미_경위 -.183 .269 -.127 -.679 .498
입직경로더미_

순경공채
-.498 .300 -.357 -1.662 .098

입직경로더미_

경찰대학
-.378 .314 -.271 -1.202 .231

근무부서더미_

지구대·파출소
.168 .228 .091 .735 .463

근무부서더미_

수사
.167 .214 .107 .783 .435

근무부서더미_

경비
.196 .208 .141 .944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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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 변

혁적 리더십을 독립변수,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인 <표 17>을 살펴보면 F=1.831, p=.026으로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정된 R²을 보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약 7.7%

설명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회귀계수를 검토해보면, 모형 1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β=-.366이며, t-=-5.252, p-value<.001으로 변혁적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직무스트레스에 끼치고 있었다. 이

는 경찰관리자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모형 2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변혁적 리더십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β=-.341, t-=-4.536, p-value<.001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반면, 통제변수로 포함된 연령, 성별, 최종학력, 계급, 입직경로, 근무

부서 등의 변수들은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경찰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스

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이 채택된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F(p) 1.831(.026)

adj. R²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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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거래적 리더십,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오류 β

1 (상수) 3.878 .192 20.191 <.001

거래적 리더십 -.308 .056 -.379 -5.460 <.001

2 (상수) 4.192 .530 7.903 <.001

거래적 리더십 -.286 .062 -.353 -4.657 <.001

연령더미_20대 -.078 .439 -.055 -.177 .860

연령더미_30대 -.292 .366 -.178 -.798 .426

연령더미_40대 -.139 .244 -.057 -.570 .570

성별더미 -.033 .177 -.015 -.186 .852
최종학력더미_

고졸
-.159 .236 -.070 -.673 .502

최종학력더미_

전문대졸
.022 .289 .007 .077 .939

최종학력더미_

4년제 대졸
-.006 .151 -.004 -.037 .970

결혼여부더미 .021 .232 .013 .091 .928

계급더미_순경 -.014 .459 -.007 -.030 .976

계급더미_경장 .041 .446 .016 .093 .926

계급더미_경사 .222 .403 .076 .550 .583

계급더미_경위 -.147 .269 -.102 -.546 .586
입직경로더미_

순경 공채
-.424 .300 -.304 -1.415 .159

입직경로더미_

경찰대학
-.380 .313 -.273 -1.215 .226

근무부서더미_

지구대·파출소
.226 .226 .123 .997 .320

근무부서더미_

수사
.226 .212 .145 1.065 .288

근무부서더미_

경비
.285 .205 .205 1.38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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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적 리더십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 거래적

리더십을 독립변수,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인 <표 18>을 살펴보면 F=1.897, p=.019으로 p값이 0.05보

다 작아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정된

R²을 보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약 8.3% 설명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회귀계수를 검토해보면, 모형 1에서 거래적 리더십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β=-.379이며, t-=-5.460, p-value<.001으로 거래적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직무스트레스에 끼치고 있었다. 이

는 경찰관리자가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는 가설과는 다르게 오히려 낮아짐을 의미한다. 모형 2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거래적 리더십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β=-.353,

t-=-4.657, p-value<.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반면, 통제변수로 포함된 연령, 성별, 최종학력, 계급, 입직경로, 근무

부서 등의 변수들은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경찰관리자의 거래적 리더십은 직무스

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기각된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F(p) 1.897(.019)

adj. R²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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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자유방임형 리더십,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오류 β

1 (상수) 1.970 .118 16.650 <.001
자유방임형

리더십
.336 .041 .521 8.147 <.001

2 (상수) 2.599 .465 5.593 <.001

자유방임형

리더십
.337 .044 .523 7.596 <.001

연령더미_20대 -.084 .401 -.060 -.211 .834

연령더미_30대 -.273 .334 -.166 -.817 .415

연령더미_40대 -.055 .222 -.022 -.247 .805

성별더미 -.090 .162 -.041 -.559 .577
최종학력더미_

고졸
-.379 .212 -.167 -1.785 .076

최종학력더미_

전문대졸
-.310 .265 -.102 -1.170 .244

최종학력더미_

4년제 대졸
-.106 .138 -.071 -.768 .443

결혼여부더미 -.018 .212 -.011 -.083 .934

계급더미_순경 .013 .419 .007 .031 .975

계급더미_경장 -.008 .408 -.003 -.020 .984

계급더미_경사 -.053 .367 -.018 -.144 .886

계급더미_경위 -.162 .245 -.113 -.663 .509
입직경로더미_

순경 공채
-.373 .274 -.268 -1.363 .175

입직경로더미_

경찰대학
-.351 .285 -.252 -1.231 .220

근무부서더미_

지구대·파출소
.143 .208 .078 .688 .492

근무부서더미_

수사
.137 .194 .088 .703 .483

근무부서더미_

경비
.162 .189 .117 .860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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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 자유

방임형 리더십을 독립변수,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인 <표 19>를 살펴보면 F=4.035, p<.001으로 p값이

0.05보다 작아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

정된 R²을 보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약 23.4% 설명함

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회귀계수를 검토해보면, 모형 1에서 자유방임형 리더십의 표준

화 회귀계수는 β=.521이며, t-=8.147, p-value<.001으로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직무스트레스에 끼치고 있었다. 이는

경찰관리자가 자유방임형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모형 2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자

유방임형 리더십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β=.523, t-=7.596, p-value<.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반면, 통제변수로 포함된 연령, 성별, 최종학력, 계급, 입직경로, 근무

부서 등의 변수들은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경찰관리자의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직

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채

택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F(p) 4.035(<.001)

adj. R²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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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윤리적 리더십,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오류 β

1 (상수) 3.726 .187 19.930 <.001

윤리적 리더십 -.263 .055 -.338 -4.786 <.001

2 (상수) 4.197 .498 8.431 <.001

윤리적 리더십 -.244 .058 -.313 -4.173 <.001

연령더미_20대 -.104 .439 -.074 -.236 .813

연령더미_30대 -.335 .367 -.204 -.912 .363

연령더미_40대 -.104 .243 -.043 -.428 .669

성별더미 .032 .169 .014 .189 .851

최종학력더미_

고졸
-.215 .237 -.095 -.909 .365

최종학력더미_

전문대졸
.023 .292 .008 .078 .938

최종학력더미_

4년제 대졸
-.007 .151 -.005 -.045 .964

결혼여부더미 -.008 .233 -.005 -.033 .974

계급더미_순경 .076 .453 .042 .169 .866

계급더미_경장 .215 .440 .083 .489 .626

계급더미_경사 .269 .397 .093 .678 .499

계급더미_경위 -.085 .259 -.059 -.327 .744

입직경로더미_

순경 공채
-.446 .289 -.320 -1.545 .124

입직경로더미_

경찰대학
-.375 .303 -.269 -1.239 .217

F(p) 1.800(.038)

adj. R²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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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리더십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 윤리적

리더십을 독립변수,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인 <표 20>을 살펴보면 F=1.800, p=.038으로 p값이 0.05보

다 작아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정된

R²을 보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약 6.3% 설명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회귀계수를 검토해보면, 모형 1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β=-.338이며, t-=-4.786, p-value<.001으로 윤리적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직무스트레스에 끼치고 있었다. 이

는 경찰관리자가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는 낮아지고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수록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

레스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모형 2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도, 윤리적 리더십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β=-.313, t-=-4.173, p-value<.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반면, 통제변수로 포함된 연령, 성별, 최종학력, 계급, 입직경로 등의

변수들은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경찰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직무스

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는 채택된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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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서번트 리더십,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오류 β

1 (상수) 3.619 .170 21.261 <.001

서번트 리더십 -.233 .050 -.328 -4.640 <.001

2 (상수) 4.069 .489 8.324 <.001

서번트 리더십 -.217 .053 -.307 -4.125 <.001

연령더미_20대 -.067 .439 -.048 -.152 .879

연령더미_30대 -.308 .367 -.188 -.839 .403

연령더미_40대 -.067 .243 -.027 -.275 .784

성별더미 .021 .169 .009 .122 .903

최종학력더미_

고졸
-.271 .235 -.120 -1.155 .250

최종학력더미_

전문대졸
-.002 .292 -.001 -.008 .994

최종학력더미_

4년제 대졸
-.040 .151 -.027 -.262 .794

결혼여부더미 .067 .233 .043 .289 .773

계급더미_순경 .166 .456 .090 .364 .716

계급더미_경장 .292 .441 .113 .662 .509

계급더미_경사 .282 .398 .097 .709 .479

계급더미_경위 -.044 .260 -.030 -.168 .867

입직경로더미_

순경 공채
-.483 .289 -.346 -1.671 .097

입직경로더미_

경찰대학
-.392 .303 -.282 -1.296 .197

F(p) 1.772(.043)

adj. R²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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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트 리더십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 서번트

리더십을 독립변수,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인 <표 21>을 살펴보면 F=1.772, p=.043으로 p값이 0.05보

다 작아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정된

R²을 보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약 6.1% 설명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회귀계수를 검토해보면, 모형 1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β=-.328이며, t-=-4.640, p-value<.001으로 서번트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직무스트레스에 끼치고 있었다. 이

는 경찰관리자가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는 낮아지고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수록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

레스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모형 2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도, 거래적 리더십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β=-.307, t-=-4.125, p-value<.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반면, 통제변수로 포함된 연령, 성별, 최종학력, 계급, 입직경로 등의

변수들은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경찰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직무스

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5]는 채택된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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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가설검증 결과 요약

2. 면담 조사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 중 10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경

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어떻게 달라

질 것인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 관리자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되

고 있는지, 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검증결과

가설1

경찰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

의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경찰관리자의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

의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

경찰관리자의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조직구

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경찰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

의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5

경찰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구성원

의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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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리더십 유형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인식

리더십 유형과 그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

십에 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수사부서에 근무

하는 A 경위는 “경찰관리자가 카리스마 있고 일을 하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일을 하는데 있어

서 더 창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고, 경비부서에 근무하는 B 순경은 “부서에 팀장님, 과장님, 서장님

등의 리더가 본인의 일에 관심이 없고 맡겨만 놓는다면 일을 하는 것 자

체에 흥미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본인도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

지 않으니 함께 의견을 제시해주고 내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리더가 구

성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사부서의

C 경위는 “조직이 계급사회이기는 하지만 팀원들을 위하고 본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리더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다. 그러한 리더들이 있다면

구성원들의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일에 대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

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부분 면담 조사 결과 변혁적 리더,

윤리적 리더, 서번트 리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고 조직구성

원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

였다. 반면, 자유방임형 리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사실

상의 리더십의 부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이러한 리더와는 함께 근무

하고 싶지 않고 본인에게 업무나 책임 등이 과중 되어 스트레스가 증가

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래적 리더십에 관해서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경위는 “리더가 본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고 사전에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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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실수나 실패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오히려 조직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C 경위 또한 “조직 내에서 거래의 관계는 필요하다고

보며 상황에 따라서 리더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보상을 준

다면 조직구성원들은 직무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 리더가 나서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하는 모습은 존경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팀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라

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경비부서에 근무하는 D 경장은 “오히려 팀원들

에게 많이 개입하는 것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구성원들에게도 일

정한 재량권을 주어야 하는데 리더가 나서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상과 관련해

서도 구성원들이 보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리더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을 하는 등 스트레스 증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거래적 리더’를 어떻게 해

석하는지에 따라서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조직

내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구성원들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원들을 위

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구성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

는 실수, 실패 등을 리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해주고 더 효과적으

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거래’의 리더십의 발

휘는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조직구

성원들보다 리더 개인의 입장을 더 중요시 하는 ‘부정적인 거래’의 리더

십의 발휘는 역효과를 일으켜 오히려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증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보상이 아닌 리더가 원하는 목표

를 달성해야 보상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조직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데 부담을 느낄 것이고, 재량권 없이 모든 일에 개입하는 리더는 일

의 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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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현재 근무부서 관리자의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 정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자급의 리더들은 어떠한 리더십을

보이는지, 그리고 현재 느끼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질문

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B 순경은 “본인 부서에 과

장님과 직속 상사인 중대장님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나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혼자 일을 하게 되는 경

우가 많은데 업무가 많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출근을

하면 얼른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여 직무스트레스가 상

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무부서의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유방임형의 유형을 띠고 있어 업무가 과다하고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A 경위는 “근무지의 팀장님, 과장

님 다 좋은 분이어서 일이 많고 힘들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

이 받는 것 같지는 않다. 일에 익숙하지 않을 때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존경스러우신 분들이다. 직장

선배라고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하여 직무스트레스는 많이 높

지 않음을, 그리고 리더들 또한 변혁적, 서번트 리더십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 경장은 “팀장님이 자기 실속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 팀원들을 위한다는 마음도 잘 없고 본인의

성과와 평판에만 관심이 있어 보여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

다. 특정한 팀원들을 더 편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팀장님께 지시나

명령을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여 윤리적이지 못한 리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리더와 근무를 할 때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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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결과, 대부분 가설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카리

스마 있고, 구성원들에게 이상적인 영향을 끼치며, 다양한 지적 자극을

주고 배려해주는 변혁적인 리더와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을 중요

시하는 윤리적 리더, 조직구성원들을 위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지시

나 명령이 아닌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서번트 리더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이러한 리더들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과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

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리더십인 변혁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결국 조직구성원들을 위하는 리더의 태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필요한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행동하고, 모범을 보이며 구성원들

을 이끌어 나가는 변혁적인 리더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태도로 조직구성

원들을 이끌어가며, 항상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끊임없이 구성원들과 소

통을 하는 윤리적인 리더는 올바름의 태도로 조직구성원들을 대하고, 조

직구성원들을 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번트 리더는 섬김의 태도

로서 모두 조직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유방임형 리더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지

못하였으며,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리더로 인해 책임, 업무의 과중,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업무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구성원들의 자율에 맡길 수는 있지

만, 리더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을 위

하는 리더의 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조직구성원들이 업무적인 스트

레스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거래적 리더십에 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계 보상과 적극적 예외관리 등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이 어떤 피조사자에게는 긍정적으로, 어떤 피조사자에게는 부정

적으로 해석되어 직무스트레스와의 영향력을 상반되게 인식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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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의 동기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단순히 본

인의 성과나 목표를 위해서 보상을 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일에 있어서 개

입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성원들

이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

상되었다. 반면, 리더가 조직의 목표를 위해, 그리고 구성원들을 진정으

로 위하는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조직구성원들은 직무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5절 근무부서별 영향력 차이 분석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던 변수들 가운데 근무부서에 따라서 리더십 유형

과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조건도 조금씩 다

를 것이고 그에 따라 구성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

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근무부서별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

의 영향력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3>와 같다.

<표 23> 근무부서별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 영향력 분석 결과

계급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유의확률 adj. R² 종속변수
β

지구대·

파출소

변혁적 리더십 -.330 .070 .078

직무

스트레스

거래적 리더십 -.417 .020* .145

자유방임형 리더십 .160 .390 -.008

윤리적 리더십 -.251 .172 .031

서번트 리더십 -.150 .421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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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별로는 수사부서에서 리더십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β=-.569), 거래적

리더십(β=-.608), 자유방임형 리더십(β=.656), 윤리적 리더십(β=-.567), 서

번트 리더십(β=-.601)으로 나타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사부서의 구조적인 특성에서 비롯한 것일 수

있는데 지구대·파출소, 경비, 또는 기타 부서와는 다르게 수사부서는 팀장,

과장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고 대부분 수사관으로서 개인의 사건을 처리

하기 때문에 리더가 어떠한 리더십을 보이는지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스

트레스가 직접적일 수 있으며, 타 동료들과도 업무를 분담하기가 상대적으

로 어려워 직무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구대·

파출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리더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으나 거래적 리더십(β=-.417)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부서

변혁적 리더십 -.569 <.001** .309

거래적 리더십 -.608 <.001** .356

자유방임형 리더십 .656 <.001** .418

윤리적 리더십 -.567 <.001** .308

서번트 리더십 -.601 <.001** .347

경비

변혁적 리더십 -.233 .032* .043

거래적 리더십 -.225 .038* .039

자유방임형 리더십 .519 <.001** .261

윤리적 리더십 -.179 .102 .020

서번트 리더십 -.194 .075 .026

기타

변혁적 리더십 -.517 .048* .211

거래적 리더십 -.502 .056 .195

자유방임형 리더십 .687 .005** .431

윤리적 리더십 -.581 .023* .287

서번트 리더십 -.512 .050*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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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의 경우에는 타 부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변혁적

리더십(β=-.233), 거래적 리더십(β=-.225), 자유방임형 리더십(β=.519)으로

나타났다. 청문, 경무, 교통 등 기타 부서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을 제외한

다른 리더십은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β

=-.517) 자유방임형 리더십(β=.687), 윤리적 리더십(β=-.581), 서번트 리더

십(β=-.512)으로 나타났다.

각 리더십 유형별로는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부(-)의 영향력을 가졌으며,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정(+)

의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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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경찰조직 내에서 경찰관리자가 발휘하는 리더십 유형에 따

라 조직구성원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질 것인가’라는 의문점에서 시

작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많이 연구되었던 변혁적 리더

십, 거래적 리더십과 더불어 자유방임형 리더십, 그리고 최근 들어 중요

한 리더십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총

5가지 리더십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령,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

는 것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지 리더십의 방향

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설문지를 구

성하였으며 2022년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200부 중 18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답변 1부를 제외하고 180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로 기본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타당도

및 신뢰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측정항목들에 대한 정제 작업을 시도

하였다. 이후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 사이의 영향관계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발휘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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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

만족과 직무성과 등과 관련하여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고(정창호, 2002; 유경화·신원형, 2003; 조민상, 2008; 한동훈, 2013; 신

동희, 2020),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 직무태도 등 조직효과성에 부(-)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신성원, 2010; 오성희, 2010; 이환

범·이수창, 2006; 김구, 2005). 이를 통해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스트레스

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고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가설을

지지할 수 있었다. 카리스마, 이상적 영향, 영감적 동기화, 지적 자극, 개

별 배려 등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들은 효과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찰관리자의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거래적 리더십의 발휘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는 β=-.353, t-=-4.657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극적 예외관리를 제외

한 하위요인인 연계 보상과 적극적 예외관리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

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거래적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유의미한 영향을 찾아볼 수 없었지

만(황기순, 2005; 이창한, 2011), 본 연구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스트

레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계 보상

과 적극적 예외관리 등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이 긍정적으로 해석되어

나타난 결과로 예상해볼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위해 실수, 실패 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리더의 존재는 긍

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래적 리더십도 상황에 따라

서 다른 리더십 못지 않게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음

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경찰관리자의 자유방임형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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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유방임형 리더십의 발휘는 직무스트레

스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s & Avolio(1995)와 김정

남(2009)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소극적인 리더

십으로 조직원들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이에 조직구성원들은 오히려 리

더십의 부재를 느끼고 업무환경에서 역할모호성과 신뢰관계 저하 등 직

무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다른 4가지의 리더십보다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정도가 가장 높았으

며(표준화 회귀계수 β=.523, t-=7.596) 조직 내에서 관리자가 가장 주의해

야 할 리더십 유형임을 시사해준다.

넷째, 경찰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윤리적 리더십의 발휘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규범적 행위, 소통

과 강화, 공정한 의사결정 등은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

이 되고 상사가 윤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을 때 직무스트레스가 효과

적으로 감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경찰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서번트 리더십의 발휘는 직무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송은, 2012; 이운용, 2013). 이를 통해 서번트 리더십은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합한 리더십 유형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의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부하들을 위하고 배려하는 상

사의 행동은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

히나 계급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경찰조직 내에서 이러한 서번트 리더

십의 발휘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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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근무부서별로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 영향력의 차이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사부서가 상대적으로 타부서에 비해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사부

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 개인의 사건

을 처리하는 구조인 수사부서는 리더가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구대·파출소의 경우에는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

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경비부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

향력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성과나 직무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

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조직구성

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고 계급사회에서 직무스

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사의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설

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적 차원에서

근무의욕, 건강, 심리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조직 분

위기, 생산성, 이직 및 결근 등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서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적이다. 특히 경찰조직의 스트레스

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김병섭, 1995; 문유석, 2001),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일반 국민들이 제공받는 치안서비스의 질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전략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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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리더십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Bass & Avolio가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리더들이 항상 바람직하게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잡해져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윤리적인 리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

존의 지시와 명령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리더십이 아닌 부하를 위해 봉사

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필요성 또한 최근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에 자유방임형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을 추가변수로

포함시켜 다양한 리더십 유형이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각 리더십 유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리더십의 발휘를 의미하는 자유방임형 리더십

은 직무스트레스를 높였으며 나머지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윤리

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찰관리자가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꺼려하고 피하거나,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자리에 없거나, 긴급한 질문에 대해서 제때 응답

하지 않는 등의 리더십의 부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상당부문 업무특성 및 조직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부터 발생

하며(문유석, 2001) 특히나 계급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은 다른 조직에 비

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개개인마다 발휘하는 리더십의 스타일은

다를 수 있으나 기존의 폐쇄적인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조직구성원들을

위해 봉사하며, 카리스마와 비전의 제시, 공정하고 윤리적인 행동 등 다

양한 유형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조직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조직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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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리더십은 결국 구성원들을 위하는 리더의 ‘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그러한 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변혁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모두 조직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리더

의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효과적으로 감소됨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거래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연구가설과는 상반

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거래적 리더

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못했으나(황기순, 2005; 이창한, 2011), 본 연구에서는 거래적 리더십

또한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리더의 ‘동기’ 또한 중요하

게 작용하는 요인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리더가 진정한 동기를 가지고

거래적인 리더십을 보일 경우에 조직구성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근무부서별로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 영향력에 차이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별로 살펴보면 수사부서에서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부서에 비해서 개

인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팀장, 과장 등 리더들과

직접적으로 업무에 대해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리더십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더 높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사부서의 리더일수

록 조직구성원들을 위해서 리더십을 더 신중히 발휘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경찰에 수사권이 대부분 넘어오게 되면서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되었고 이에 따

른 스트레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리더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할 것이다. 리더가 필요한 상황 속

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수사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



- 85 -

가 있으며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상황과 구

성원들에 맞는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의 직무스트레스는 효과적으로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경찰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 조직 내에서

리더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경찰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직무스트레스를 감

소시켜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찰관리자의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하여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를 수행할 때 있었던 몇 가지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있어 전국에 근무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

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나,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입직경로에 있어 순경 공채 출신과 경찰대학 출신으로 편중된 응답률을

보였고, 부서별로도 수사부서와 경비부서에 편중하는 등 일반타당화된

표본 추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보였다.

보편타당화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표본개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입직경로 및 부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한 연구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경찰조

직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응답 자체가

긍정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 분석 결과가 증폭되는 ‘동일 표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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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에게서 받은 설문조사를 바

탕으로 변수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편향의 가능성이 존재

한다. 또한 설문 과정에서 응답자가 설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중하게

응답하였는지에 관한 연구 방법의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설문대상

자들을 상대로 솔직한 느낌을 골라달라고 하였으나 이보다 주관식 답안

기재나 개인 면접기법 등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개인 면담 조사를 일부분 실시하기는 하

였으나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다소 약식으로 진행되어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리더십과 직무스트

레스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인터뷰

(FGI) 등을 실시하여 더욱 타당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측정도구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리더십 유형에 따

른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분석하고자 리더십 유형을 독립변수로,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두었으나 두 변수가 서로 반대의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조직구성원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의 정도

에 따라 리더십의 역할을 달리 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

향을 충분히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리더십 유형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향후 리더십 유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류를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리더십 유형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있어서 개인

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문유석(2011)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특성과

직무특성 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요인들 또한 직무스트레스 연구에 있

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부서나 팀이라고 하더라도 상

대적으로 스트레스에 민감한 개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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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트레스 또한 각자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

는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개인적 요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사용된 자료가 일정 시점에 얻어진 횡단적 연구

(cross-sectional method)로 얻어진 것으로 상황적 특성에 따라 오염효과

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리더십과 직무

스트레스 간의 지속적인 인식조사 등을 통한 종단적 연구(logitudinal

method)가 필요할 것이다.

경찰공무원 조직은 아직까지 다소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계급

사회로 인하여 상명하복의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사의 리더십 유형을 통하여 조직구

성원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자유방임형 리더

십은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부적합한 리더십이고, 나머지 변혁적 리

더십, 거래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향후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와 영향에 대한 심

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리

더십 유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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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경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경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

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규정, 제34조(통계 작성 종

사자 등의 의무) 규정에 따라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를 위한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성의껏 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연 구 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최덕규

지 도 교 수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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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자신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 집단 전체의 이익을 앞세운

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

원들이 존경할만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강한 목

적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구체적

으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집단을

위한 사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들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강력하게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도록 권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맡은 일

을 완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보라고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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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

원들의 개인적 발전을 위해서 가르치고 지도

하는데 시간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

원들 개개인이 욕구, 능력, 포부가 다름을 인

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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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의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노력한만

큼 대가로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목표를

달성하면 조직구성원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지 분명하게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

원이 기대에 부응하면 만족스러움을 표현한

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기준에서

이탈, 불법, 예외, 실수가 발생하는지 사전에

주의를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의주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예상치

못한 실수, 불평, 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하고 바로잡기에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 개입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일이 잘

못되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일이 잘못된 후에

바로 잡기 위한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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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의 자유방임형 리더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입하기를 꺼려하고 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

원이 필요로 할 때 자리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의사결정

하기를 꺼려하며 회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긴급한

질문에 대해서 제때 응답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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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사생활에

서도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윤리 규

정을 위반한 부하직원을 규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어떻게

일을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기준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의

윤리나 가치관에 대해 조직구성원과 이야기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성공의

판단 기준을 결과 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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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

원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어떤 사

안이 발생할 경우 조직구성원의 입장에서 이

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지시나

명령보다는 설득을 통해 조직구성원을 움직인

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평소 관

심을 가지고 조직구성원을 잘 돌봐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내가 어

려움에 빠졌을 때 격려해 주고 힘을 북돋아주

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조직구성

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

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의사결정

을 할 때, 조직구성원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속한 경찰공무원 조직 리더는 결속력이

강한 팀 또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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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귀하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업무적으로 나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모호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업무시간 내에 일을 완료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과도한 업무성과를 요구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상사의 업무지시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누군가 내 업무영역에 간섭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원치 않는 업무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성과측정지표 항목이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실적을 위한 경쟁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즉각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야간근무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제공받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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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의적 제안을 통한 변화 시도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관서의 근무평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성과평가에 우리 관서(부서)의 실정이 반영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조직의 분위기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이

다.
① ② ③ ④ ⑤

15 모바일을 통한 업무지시가 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상사, 동료, 부하들에 대해 신뢰감이나

애정감을 갖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

사, 동료, 부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상사, 동료, 부하들과 인간관계에 있어

서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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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귀하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의 결혼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혼 ② 미혼

5. 귀하의 계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⑥ 경정 이상

6. 귀하의 근무년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⑥ 15년 이상

7. 귀하의 입직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순경 공채 ② 순경 ~ 경사 특채 ③ 간부후보생 ④ 경찰대학

⑤ 경위 ~ 경정 기타 특채 ⑥ 기타

8. 귀하의 근무부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지구대·파출소 ② 청문 ③ 112 상황실 ④ 경무 ⑤ 생활안전

⑥ 여성청소년 ⑦ 수사부서 ⑧ 경비 ⑨ 교통 ⑩ 정보·보안



- 107 -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Leadership

Style of a Police Leader on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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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ill the job stress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leadership

exercised by police leader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type of leadership of police leader on job

stress of organizational member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setti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laissez-faire leadership, ethical leadership, and servant leadership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job stress as dependent variables. The

survey distributed 200 questionnaires to all police officers, and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80 valid questionnaire data.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police leader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job stress of organizational members. It was found

that sub-factor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uch as charisma, ideal

influence, inspirational synchronization,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 108 -

individual consideration can effectively reduce job stress.

Second, the transactional leadership of police ledaer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job stress of organizational members. It was found

that sub-factors of transactional leadership, such as linked

compensation and active exception management, excluding passive

exception management, could reduce the job stress of organizational

members if positively exercised.

Third, the police leader's laissez-faire leadership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job stress of organizational members. Feel the absence

of leadership, and free-for-all leadership, such as role ambiguity and

decreased trust relationships in the work environment, resulted in

increased job stress.

Fourth, the ethical leadership of police leader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job stress of organizational members. Normative

behavior, communication and reinforcement, and fair decision-making

were positively recognized among organizational members, and job

stress could be effectively reduced when the leader exercised ethical

leadership.

Fifth, the servant leadership of the police leader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job stress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t was

found that the behavior of the leader who deviates from the existing

authoritative and hierarchical attitude and cares for his subordinates

can relieve the job stress of employees.

Finally, by work department, it was found that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had a greater influence on job stress according to the

type of leadership than other departments. Conside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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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which has more cases

handled individually than other departments, it can be seen that

leaders have a greater influence on the job stress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to find out how various leadership types

affect job stress. Various types of leadership such as laissez-faire

leadership, ethical leadership, and servant leadership, which have not

been studied much in the past, were added and analyzed, and through

this, the direction of effective job stress reduction in police

organizations with relatively higher stress than other organizations

was suggested. In order to effectively reduce job stress, it was found

that the leader's 'attitude' was important, and in particular, the

leader's 'motivation' was also important in transactional leadership.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it was important to

exercise proper leadership of the boss as an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to reduce job stress. Police managers should avoid

laissez-faire leadership, which means passive leadership, and

contribute to reducing job stress and consequently increas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exercising the rest of transformative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ethical leadership, and servant

leadership according to the situation.

Keywords : Police, Police Leade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Laissez-faire Leadership,

Ethical Leadership, Servant Ledaership, Job Stress

Student Number : 2020-2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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