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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  친사회  행동 간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2011년 서울소재 민간경비기업에 재직 인 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300명의 표본을 추출하 으나 연구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282명이다. 이 

연구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심리  임 워먼트는 조직몰입에 향을 미친다. 즉, 자기결정력, 직무수행능력, 

향력, 의미성의 수 이 높을수록 계산 몰입과 정서 몰입의 수 이 높아진다. 둘째, 심리  임 워먼트

는  친사회  행동에 향을 미친다. 즉, 자기결정력, 의미성, 향력, 직무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고객 서비

스와 조사항의 수 이 높아진다. 셋째, 조직몰입은 친사회 행동에 향을 미친다. 즉, 계산 몰입, 정서

몰입이 높을수록 고객서비스, 조사항의 수 이 높아진다. 넷째, 심리  임 워먼트는 조직몰입  친

사회 행동에 직․간 인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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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security personnel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ocial behavior in 2011 in Seoul, served 

in the private security companies after being selected as a security guard purposive sampling 

method using a 300 extracted samples, but the number of cases used in the study a total of 

282 people. This study SPSSWIN 18.0 using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ffects. In other words, self-determination, job 

performance, impact, meaning a higher level of calculation ever higher levels of commitment 

and affective commitment. Second,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influences prosocial 

behavior. In other words, self-determination, meaningfulness, influence job performance higher 

level of customer service and increases coordination Third, organizational commitment affects 

the prosocial behavior. In other words, the calculation ever commitment, emotional commitment, 

the higher the customer service, increases the level of coordination. Fourth,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prosocial behavior direct and indirect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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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로벌 경제 환경의 거 한 변

화는 조직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도 새로운 

환경에 발 빠르게 응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구조조

정  인력 감축 상으로 정해진 업무를 단순히 집행만 

하는 조직구성원은 이미 설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지속

인 자기변화와 응을 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극

 태도만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존 할 수 있는 기반

이 되고 있는 것이다[1].

그리하여 인간사회의 조직에서 힘의 계가 가장 보

편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는 조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조직사회이며 일반 으로 조직의 성과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 조

직이 차츰 분화되고 문화 될수록 인 요소와 련하

여 가장 우선 으로 고려[2]되어야 할 것 에 하나가 

조직구성원의 임 워먼트이다. 오늘날 기업은 격하

게 변화하고 있는 경 환경에 응하기 해  신속성, 

유연성, 반응성, 응성, 빠른 신 등이 요구 되고 있는

데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임 워먼트가 응

방법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며[3], 이런 시  상황과 

환경변화는 집단 구성원들이 조직에 한 몰입과 친사

회  행동에 정 으로 변화되기 하여 지속 이고 

한 임 워먼트쉽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화 상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시 의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이 변화되어 존재해 왔던 시큐리티 

분야에서도 외는 아니다. 조직의 구조 리상 명령과 

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시큐리티 분야의 조직 내 갈등은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조직 구조에서는 불가피한 상

이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정도와 본질 그리

고 상황에 따라 조직의 성과에 정  는 부정  

향을 미치는 이 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

의 행사 과정에서 조직 내 리자와 구성원 간에 야기

될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고 노출시켜 조직이 

성과에 향을 미치는 순기능 인 면을 조장하고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역기능 인 면을 방 는 해소하

는 효과 인 방법이 요구[2]되고 있는 시 에서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  임 워

먼트가 조직몰입  친사회  행동에 미치는 향을 알

아보고 조직 내 리자와 구성원들 간의 조직력을 높여 

몰입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발 과 함께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을 향상시켜 친사회  행동으로 연결되는 순기

능  역할을 하는데 요한 요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시큐리티 요원의 주요업무는 범죄 방  질

서유지로서 다소 부드럽지 못한 이미지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에게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의 질  향

상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큐리티 회사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경비목 과 장소, 방법, 

경비기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개되기 때문에 이를 일

으로 규정하거나 제시하기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큐리티 분야 실무자의 에서

도 실무자가 생각하고 갖추어져 있는 능력과 경력에 따

라서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  임

워먼트가 조직몰입과 친사회  행동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고 이들 변수 간의 직․간 인 인과 계를 

규명하여 시큐리티 요원의 질 성장을 한 자료를 제

공하는데 목 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의 관계
임 워먼트의 사  의미는 ‘권한을 부여하다’, ‘권

력을 임하다’, ‘능력을 주다’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임 워먼트는 워(power)에서 유래된 것이며 그 정의

는 워에 한 개념의 발 에 따라 변해 왔다. 그에 따

른 워의 의미는 합법 인 권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

는 능력, 에 지 혹은 원동력이며, 임 워먼트는 권한 

이양의 의미와 동기부여의 의미가 모두 포 되어 있는 

개념이다. 특히 업무에 한 능력을 임 워먼트가 동기

부여의 개념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개인

의 능력을 최 한 활용[5]하기 하여 능동성, 자율성, 

창조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지속 인 성장을 해 추구

하게 되는 정  행동이라고 표 되기 때문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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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임 워먼트는 극 으로 임하는 자세에 따른 노력

이 가져오는 성과와 효과성의 향상이라는 도구 인 이

유와 그 자체가 개인과 조직의 권리와 주체성을 보장한

다는 규범 인 이유에서 매우 요한 주제라고 정의 되

어지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무력감을 제

거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그로인해 순기능  역할로써 

조직의 성과를 증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직운 의 

유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임 워먼트의 

형성이 당연시 되어야 하며, 조직의 리자는 그 요소

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5].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특정한 조

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고자 하는 강한 욕망, 조직을 

해 기꺼이 높은 수 의 노력을 경주하는 정도, 조직

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는 단호한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른 표 을 빌리자면 단순히 조직에 한 충성

심과는 다른 개념으로 개인이 조직과 동일시하고 조직

에 공헌하는 것에 한 상  강도로 정의될 수 있다

[6]. 

Meyer ＆ Allen[7]은 조직몰입을 계산  몰입과 정서

 몰입으로 개념화 하 다. 계산  몰입은 조직 구성

원이 조직과의 계에서 발생하는 손익 계에 의거하

여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계산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

며 개인이 조직을 떠나게 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

는 부수  투자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손익 계에 

의거하여 몰입하게 되며, 정서  몰입은 구성원들이 조

직에 하여 감정 으로 애착을 갖고 조직과의 일체감

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 으로 몰입된 개인은 조직 

내에서 동일시하게 되고 열 하게 되며, 정 인 유

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두 변인간의 계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Laschinger, Finegan ＆ shamian[8] 은 조직구성원들이 

스스로 근무환경에 한 자율성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느끼게 되면 그들은 쉽게 이직을 

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 동일한 같은 결과와 만족을 얻

을수 없어 임 워먼트가 조직몰입을 증가시킨다고 보

고하 다. Spence et al[9]은 직장 내에서의 임 워먼트 

인식은 경 자에 한 신뢰, 직장 만족도, 조직목 과 

가치에 한 믿음과 수용성, 그리고 직장에서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려는 노력과 조직에 머무르고자 하

는 정서 몰입에 강하게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그러

나 Thomas[10]의 연구에서는 임 워먼트와 계산  

계에서 부  계를 나타내는 연구결과를 도출 해 낸 

것에 반하여 Zimmerman[11]의 연구에서는 정  계

를 나타내는 상반 인 결과를 도출 하여 조직과 문화 

차이로 인한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2. 임파워먼트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조직 내에서 친사회  행동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여 조직의 이윤을 창출하기 한 서비스 

 직원의 자발  역할행동을 의미한다. 구성원이 개인 

는 조직에게 직 으로 이익을 주려는 자발  행동

이라고 할 수 있으며[12]공식 으로 구성원에게 규정된 

업무 역 내에서 조직 발 에 기여하기 하여 수행하

는 구성원의 자발 이고 기능 인 행동을 추구하게 되

면서 정 인 향력을 의미하고 있다. 

친사회  행동은 조직시민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종업원, 고객)과 역할(규정된 역할, 규정 외 역할)

의 두가지로 구분되며[13] 조직시민행동으로 설명되기

도 한다. 조직시민행동은 종업원의 목표, 매출액, 생산

성에 반드시 향을 주지는 않지만 조직의 기능을 효과

으로 진하는데 직 으로 기여를 하는 종업원의 

분명한 행동으로 정의된다[14]. 

친사회  행동에 한 연구는 구성요소와 개념에 

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다가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

치는 선행요소들을 규명하는 연구로 심을 옮겨가기 

시작하 고, 이러한 연구결과 선행요소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신뢰, 정당성, 리더십, 공정성 등이 연구되었

다[15].

조직시민행동은 조직효과성에 기여하는 재량  행동

을 총칭하고 친사회  행동은 조직효과성에 기여해야 

한다거나 역할 외 행동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  포 성이 조직시민행동과 차이

[16]를 보이지만 에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이 보다 

조직원에 을 두고 있고 친사회  행동은 조직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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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객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두 개념

간의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17].

친사회  행동에 한 세가지 구성요소는 역할 내 고

객서비스, 역할 외 고객서비스, 조사항의 세가지 요소

로 구분하고, 역할 내 고객서비스와 역할 외 고객서비

스는 고객에 한 행동을 의미하며 조사항은 다른 조

직구성원에 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 다[18]. 그러

나 개인이 다른 개인을 해 제공하는 행동  차라

는 서비스 자체의 본질  특성과 부분 서비스 기업의 

경우 서비스 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서비스 행동을 

명시한 직무기술서에서는 역할외 인 서비스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친사회  행동의 하

차원인 역할 내 고객서비스와 역할 외 고객서비스를 별

도의 개념으로 구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19].

최 민, 조재근, 이형용[20]은 호텔 직원들에게 업무

역량에 한 자신감을 함양하고 부서 내 업무의 향력

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효율 인 인 자원 리에 

요하며 수  높은 서비스 품질의 제공을 통한 친사회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 

한 임 워 된 개인은 업무에 한 자신의 의미성이 

높아지고, 조직 몰입이 높아진다고 주장하 는데 이

게 볼 때, 임 워 된 개인은 자신의 조직에 헌신하고 자

신을 조직과 동일시하는 성향이 강하고 조직시민행동

을 야기 시킨다고 유추할 수 있다[21]는 연구결과를 비

추어 근본 으로 유사한 개념의 친사회  행동 한 

정  성향을 기 할 수 있다. 의 선행연구를 요약하

면 연구자들의 부분이 친사회  행동을 조직의 사회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정  행동으로 해석하 으

며 직무수행 능력과 련하여 동료작업자에게 도움을 

받거나 는 동료를 하여 헌신하거나 극 인 행동 

등이 친사회  행동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3. 조직몰입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조직몰입과 친사회  행동의 계에서는 조직사회화

의 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는데, 조직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가치 과 조직가치 의 합성이 높아

질수록 구성원의 자발  행 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다. 이것은 조직시민행동, 즉 친사회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일반 으로 조직에 한 기본  틀과 통념에 맞춰 생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조직 사회화라고도 한다. 조직사회

화는 새로운 구성원들이 조직문화에 응해 나가는 과

정(조직의 공통된 규범을 습득하고 공동의 가치 과 행

동양식을 서로 닮아가는)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과거의 습 과 태도, 행동양식과  

가치 의 일부를 포기하고 공동의 방식에 따르거나 조

직 혹은 집단 내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서로 력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공동목표를 완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듯 사회

화는 구성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나 역할모델 등의 

행동특성  설  일화 등을 배우도록 요구하는 과정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화는 타인의 감수성이나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며, 그와 같은 학습은 친사회  행동 양식이 존 되

거나 학습된 성과가 표 되는 겸손한 태도를 포함하게 

된다[22]. 

4.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 및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  친사회  행동 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  임 워먼트는 조직  업무

계에 있어 많은 요인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정란 외1[23]의 연구에서는 임 워 된 종

사자 일수록 조직몰입, 친사회  행동이 높아짐을 확인 

하 으며 종사원이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의 내

 동기부여가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내

용의 결과를 얻어냈다. 이는 기업, 즉 조직의 경쟁력 강

화를 한 하나의 수단으로 심리  임 워먼트의 요

성을 증명한 것이다[23].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한 주[22] 연구에서도 

조직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가치 과 조직가치

의 합성이 높아질수록 구성원의 자발  행 가 증

가하게 되며, 친사회 행동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고 하 다.

임 워먼트와 조직에 한 몰입, 친사회 행동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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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N) 백분율(%)

성별 남성 229 81.5
여성 52 15.5

연령
20대 181 64.4
30대 79 28.1
40대 16 5.7

50대이상 5 1.8

학력
고졸 97 34.5

2년제대졸 97 34.5
4년제대졸 81 28.8
대학원이상 6 2.1

월수입

150만원이하 80 28.5
151-170만원 21 7.5
171-190만원 71 25.3
191-210만원 64 22.8
210만원이상 45 16.0

근무경
력

1-3년 164 58.4
3-5년 69 24.6
5-10년 33 11.7
10-15년 6 2.1

15년 이상 9 3.2

담당업
무

신변보호업 65 23.1
기계경비업 99 35.2
시설경비업 75 26.7
특수경비업 12 4.3

기타 30 10.7
결혼유
무

미혼 203 72.2
기혼 78 27.8

직위
평사원 183 65.1
팀장 74 26.3
부장 9 3.2
기타 15 5.3

전체 281 100

차원 으로도 상당히 정  단어로 사용 되어지면서 

많은 심리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선행 연구

의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임 워먼트는 조직구

성원의 조직몰입과 친사회  행동에 정 인 향을 

주는 요한 변인으로 분석 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서울 소재 시큐리티 기업에 재직하

고 있는 시큐리티 요원들을 상으로 선정한 후 유의표

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 다. 연구 상을 서울로 한정한 이유는 규모가 

큰 시큐리티 기업 많이 있고, 주변의 사회 인 요구도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하여 추출된 표본은 총 300

부이며 구체 으로 경찰청에 등록된 업체로 50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업체 6개를 상으로 1개업소에 50부씩 

총 300부를 배부하여 292부의 표본을 회수하 다. 회수

된 설문지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단

되는 자료와 극단치(outlier) 10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

에 282부를 사용하 다.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

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사회인구학  특성 8개 

문항, 심리  임 워먼트 12개 문항, 조직몰입 9개 문항, 

친사회  행동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 으로 

인구 통계학  특성은 김경식 등[24]의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성, 연령, 학력, 근무경력, 근무형태, 월수입, 결

혼 유무, 직  등 8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심리  임

워먼트 설문지는 김 채[25]가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의미성, 능력, 향력과 자

기결정력 등 4개의 하 요인 12개 문항을 사용하 다. 

조직몰입은 석기 [2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연구 

성격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정서  몰입과 계산  몰

입 등 2개의 하 요인 9개 문항을 사용하 다. 친사회

행동 설문지는 이환의[27], 최석순[28]이 사용한 설문

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고객서비스, 조

사항 등 2개의 하 요인으로 13개 문항을  사용하 다. 

심리  임 워먼트, 조직몰입, 친사회 행동 척도는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 리커

트(Likert) 5  척도로 구성하 다.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  친사회 행동 설문지에 한 비검사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 다. 수집된 자료는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

여 구성타당도(construct)를 검증하 고, 요인추출 방

법으로는 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이 사

용되었고, 회 방법으로 베리맥스(직교회 : Var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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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 다.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

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 다. 

[표 2]는 심리  임 워먼트에 한 요인분석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  임 워먼트에 한 요인분석

결과 자기결정력(요인 재치: .730～.813), 의미성(요인

재치: .758～.811), 향력(요인 재치: .658～.884), 직

무수행능력(요인 재치: .745～.839) 으로 네 개의 다차

원 인 하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자기결정

력 .838, 의미성 .834, 향력 .872, 직무수행능력 .851로 

나타났다. 

표 2.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구      분
요인1
자기
결정력

요인2
의미성

요인3
향력

요인4
직무수행
능력

1. 나는 업무수행방식을 스
스로 결정 .813 .178 .232 .223

2. 업무수행에 독립적으로 수행 .773 .161 .313 ..043
3. 내 업무수행방식에 상당

한 재량권 .730 .190 .332 .253
4. 나의 업무활동은 의미가 있다. .334 .811 .055 .213
5. 나의 업무활동은 개인적

으로 의미 .266 .777 .222 .235
6. 나의 업무활동은 회사에 

매우중요 -.002 .758 .227 .301
7. 업무처리 결정에 영향력 

행사 .219 .140 .884 .102
8. 업무를 통제할수 있는 권한 .350 .185 .830 .073
9. 나의 부서에 영향력이 크다 .440 .187 .658 .256
10.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

술 터득 .242 .090 .144 .839
11. 업무수행에 있어 나의 

역량에 자신감 .119 .415 .061 .789
12.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 .122 .438 .149 .745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2.426 2.390 2.315 2.268
20.217 19.915 19.289 18.902
20.217 40.132 59.422 78.324

Cronbach's α .838 .834 .872 .851

[표 3]은 조직몰입에 한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을 나타내고 있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큐리

티 요원의 조직몰입에 한 요인분석 결과 계산 몰입

(요인 재치: .658～.699), 정서 몰입(요인 재치: .73

6～.896) 으로 두 개의 다차원 인 하 개념으로 구성

되었다. 신뢰도는 계산 몰입 .760, 정서 몰입 .803 로 

나타났다. 

표 3. 조직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구     분
계산 몰
입

정서
몰입

1. 나는 현재 직장을 떠나는 것에 선택의 여지
가 없다. .699 .282

2. 현 직장을 떠난다면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것
이 붕괴될 것이다. .697 .047

3. 내가 원하더라도 현 직장을 떠나는 것은 매
우 힘들다. .684 .021

4. 현 직장을 떠난 후 결과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적다. .675 .208
5. 내가 현 직장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원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650 -.053
6. 회사를 떠나는 것은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하

고, 다른직장은 현 직장과 같은 특혜를 주지 
못한다.

.658 .215

7. 나는 회사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을 느끼지 못한다. .042 .896
8.나는 회사에서 가족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099 .869
9. 나는 회사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193 .736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2.694 2.274
29.932 25.272
29.932 55.204

Cronbach's α .760 .803

표 4. 친사회적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구    분
요인2

고객서비스
요인3
조사항

1. 고객의 요구에 기대이상으로 도울 생각이 있
다. .756 .279

2. 직무명세서에 기술된 서비스 수준만큼 고객
에 책임을 다하고 싶다. .732 .269

3. 고객을 위해 직무수준 이상의 역할이라도 자발
적으로 수행할 생각이 있다. .719 .289

4. 고객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규정된 역할 
이상으로 수행할 생각이 있다. .705 .109

5. 모든 기대된 고객서비스 행동을 적절하게 제
공할 생각이 있다. .675 .227

6. 고객에게 서비스 할 때 정상적인 처리절차에 
따르고 싶은 생각이 있다. .621 .360

7.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기꺼
이 이를 수행한다. .607 .245

8. 고객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 .552 .431

9. 나는 자발적으로 신입직원의 적응을 돕고 싶
은 생각이 있다. .202 .835

10. 주변의 동료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준비를 
항상 하려고 한다. .280 .797

11. 자발적으로 동료직원을 돕기 위해 시간을 할
애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232 .789

12. 업무량이 많은 동료직원을 돕고 싶은 생각
이 있다. .321 .743

13. 누가 보지 않아도 회사의 규칙, 규정을 잘 
지키는 편이다. .319 .640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4.013 3.588
30.866 27.598
30.866 58.463

Cronbach's α .872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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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친사회 행동에 한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

큐리티 요원의 친사회 행동에 한 요인분석 결과 고

객서비스(요인 재치: .552～.756), 조사항(요인 재

치: .640～.835)로 두개의 다차원 인 하 개념으로 구

성되었다. 신뢰도는 고객서비스 .872, 조사항 .871로 

나타났다.

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 요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하여 응답하도록 하 다. 설문 조사는 연

구자가 해당회사를 직  방문하여 경 자나 리자의 

조를 얻은 다음 재직하고 있는 시큐리티 요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내용에 하여 응답하

도록 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 하 다. 입

력된 자료처리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첫째, 설

문지의 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요인분석

과 신뢰도 분석을 하 다. 둘째,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

 임 워먼트가 조직몰입  친사회 행동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
[표 5]에 의하면 자기결정력(β=.211, -.150)과 향력

(β=.144, .263,)은 계산 몰입, 정서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미성(β= -.285)은 정

서 몰입에 그리고 직무수행능력(β= .187)은 계산 몰

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에 투입된 4개의 독립변수는 정서 몰입 체변량의 

13.8%, 계산 몰입 체변량의 10.2%를 설명해주고 있

다. 

표 5.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조직몰입

계산 몰입 정서 몰입

자기결정력 .211＊＊ -.150＊
의미성 -.111 -.285＊＊＊
영향력 .144＊ .263＊＊＊

직무수행능력 .187＊＊ .102
R2 .138 .104

*p<0.05, **p<0.01, ***p<0.001

2.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친사회적행동
[표 6]에 의하면 자기결정력(β=.506, .153)과 의미성

(β=.478, .271)은 고객서비스, 조사항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력(β=.553)은 조사

항 그리고 직무수행능력(β=.203)은 고객서비스에 유의

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투입

된 4개의 독립변수는 고객서비스 체변량의 98.3%, 

조사항 체변량의 64.5%를 설명해주고 있다. 

표 6.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친사회 행동

고객서비스 조사항
자기결정력 .506＊＊＊ .153＊＊
의미성 .478＊＊＊ .271＊＊＊
영향력 -.009 .553＊＊＊

직무수행능력 .203＊＊＊ -.016
R2 .983 .645

*p<0.05, **p<0.01, ***p<0.001

3. 조직몰입과 친사회적행동 
[표 7]은 조직몰입과 친사회 행동의 계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

몰입은 고객서비스(β=.379), 조사항(β=.323)에 유

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산 몰입은 고객서비스

(β=-.302), 조사항(β=-.170)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2개의 독립변수는 

고객서비스 체 변량의 16.4%, 조사항 체변량의 

9.9%를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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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큐리티요원의 조직몰입이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친사회 행동

고객서비스 조사항

정서적몰입 .379＊＊＊ .323＊＊＊
계산적몰입 -.302＊＊＊ -.170＊＊

R2 .164 .099
*p<0.05, **p<0.01, ***p<0.001

4.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 및 친사회적행
동 사이의 인과관계
[표 8]은 심리  임 워먼트가 조직몰입  친사회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경로분석은 첫째, 심리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을 

독립변수로, 친사회 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으며, 

둘째, 심리  임 워먼트를 독립변수로, 조직몰입을 종

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8.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 및 친사회적 행동에 대
한 경로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친사회 행동 조직몰입

고객서비스 조사항 계산 몰입 정서 몰입

자기결정력 .503*** .125** .211** -.150*
의미성 .472*** .254*** -.111 -.285***
영향력 -.004 .566*** .144* .263***

직무수행능력 .205*** -.020 .187** .102
계산적몰입 .000 .070 - -
정서적몰입 -.020* -.088* - -

R2 .983 .653 .138 .104
*p<0.05, **p<0.01, ***p<0.001

[표 8]에 의하면 자기결정력(β=.503), 의미성(β=.472), 

직무수행능력(β=.205)과 정서 몰입(β=-.202)은 고객

서비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

력(β=.125), 의미성(β=.254), 향력(β=.566)과 계산

몰입(β=-.088)은 조사항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로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은 고객서비스 

98.3%, 조사항 65.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

고 자기결정력(β=.211), 향력(β=.144)과 직무수행능

력(β=.187)은 계산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기결정력(β=-.150), 의미성(β=.258)과 향력

(β=.263)은 정서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로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은 계산 몰입 13.8%, 

정서 몰입 10.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표 8]의 결과를 경로모형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큐리티 요원의  

자기결정력, 의미성, 향력, 직무수행능력은 고객서비

스와 조사항에 직 인 향을 미치며, 계산 몰입

과 정서  몰입에 향을 주고 있지만 정서 몰입을 통

하여 고객서비스와 조사항에 간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 몰입 만이 자기결정력, 

의미성, 향력 그리고 고객서비스, 조사항을 매개하

는 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 및 친사회적행동에 
대한 경로모형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경호경비 학문이 실질 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발

하기 시작한지 15년여 동안 실로 많은 연구가 분야별로 

다양하게 진행 되어져 왔다. 범죄의 증가에 한 사회

 안 에 의식이 증가 되면서 경호경비 분야의 종사자

들의 문  성향과 업무진행시 무형성을 띄고 있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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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심리  임 워먼트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형성

인 심리  임 워먼트는 겉으로 표 되거나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할 기회가 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 인 변인으로 기  

되어지는 심리  임 워먼트가 조직에 한 몰입도와 

친 사회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계를 분석하

으며, 통계 으로 분석 되어진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

고자 한다.

첫째,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  임 워먼트와 조직몰

입에 한 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결정력과 직무수행

능력은 계산 몰입과 정서 몰입 모두에 향을 미치

고, 향력은 계산 몰입에 그리고 의미성은 정서  몰

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 수[29]의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해 가치나 의미성을 부여 할수록 구성원들은 몰입이

나 애사심이 향상되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새로운 

업무방안의 시작이나 통제함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권

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자기가 속한 조직에 애착이 증가

되어 조직에 한 몰입도가 높아짐을 밝 낸 것과 일치

한다. 한 Hartline ＆ Maxham[30]의 연구에서도 임

워 된 종사원은 그 지 않은 종사원에 비하여 직무에 

한 소속감과 조직의 성공에 기여함이 높다고 주장하

면서 조직몰입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증명하 으며 김

찬 , 김용순[31]의 연구에서도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

은 과업 요성과 기능다양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 되었다. 심재훈[5]의 연구에서도 심리  임 워먼

트가 조직몰입에 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에 한 

결과를 밝  선행연구들에서도 일반 으로 계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재 확인 

되었다. 시큐리티 기업의 조직문화는 일반기업에 비해 

상사와 동료 계가 더욱 엄격한 조직문화를 갖고 있으

며, 직업에 한 사회  편견과 임 에 따른 높은 이

직율 등으로 기업의 계획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따른

다[32].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시큐리티 요원의 조직

몰입은 상 으로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을 이

끄는 리자들은 일차 으로 임 워먼트 성향을 강조

하여 조직몰입을 하는 단순한 차원에서 끝낼 것이 아니

라, 시큐리티 요원 개개인의 업무에 따른 심리  문제

이나 근무 여건 등을 악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불러 일으키는 실무자 심의 임 워먼트 향상을 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심리  임 워먼트가 친사회  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결정력과 의미성은 고객서비

스, 조사항 모두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고, 향력은 조사항에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은 고

객서비스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심리  임 워먼트의 요성을 제시

한 이정란, 이경국[23]은 임 워 된 종사원일수록 친사

회  행동이 높아짐을 확인 하여 종사원이 서비스를 수

행함에 있어 그들의 내  동기부여가 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증명 하 으며 최 민, 조재근, 이형용[20]은 

호텔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해 리자들은 조직구성

원들에게 직무역량에 한 자신감을 함양하고 부서 내 

직무의 향력과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구성원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조직을 한 공리  태도와 주인의식으

로 본인의 직무를 뛰어넘는 최선의 서비스행동을 보여

 것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밝 진 바와 같이 

심리  임 워먼트는 조직에서 결정 되어진 심리  행

동이라고 하더라도 친사회  행동과 련된 정  행

동을 유발 시키는 변인이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경비활동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단순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어진 문화로 체격조건이 크거나 얼굴이 험악하

여 사람들의 근을 불편하게 하면서 고객에게도 오

감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 했다. 시  인식이 변화

되고 발  된 만큼 시큐리티 분야의 업무성향도 극  

형태의 서비스화 되기 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임 워

먼트의 향상으로 인한 조직에서의 친사회  행동을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시큐리티 요원의 조직몰입은 친사회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 

몰입되는 종업원 일수록 기업에 하여 공유가치를 형

성하므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성

과를 향상시키는 노력으로 간주되며 기업  자신에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소비자에게 친사회

 행동을 하는 것이므로 조직에 몰입하는 종사자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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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친 소비자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밝 낸 김재  외

1[33]의 연구와 조직에 한 몰입이 높을수록 친사회  

행동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남 헌[3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시큐리티 분야에서도 그 조직에 한 

몰입도가 높은 종사자는 기본 으로 고객에 해 이루

어지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고객이  기

하지 않았던 서비스까지도 제공 되어 질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시큐리티 분야의 조직 특성상 범죄 방 

 처를 고수하다보니 사회나 일반인들의 딱딱한 인

식과 편견, 임 과 비 문성에 따른 높은 이직 등이 

반복되어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

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는 조직에서 

실무자를 한 동기부여를 시켜 조직에 한 몰입을 유

발 시키고 정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발  서비스 

형태로 고객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제공 받게 

된다면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는 기  이상으로 높아지

는 순기능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심리  임 워먼트의 하 변인인 자기결정력, 

의미성, 향력, 직무수행능력은 친사회  행동의 고객

서비스와 조사항에 직 인 향을 미치며, 계산  

몰입과 정서  몰입에 향을 주고, 정서  몰입을 통

하여 고객서비스와 조사항에 간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 몰입이 자기결정력, 의미성, 

향력 과 고객서비스, 조사항을 매개하는 요한 변인

으로 밝 졌다. 이는 종사자들이 업무  고객 응 서

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의 내  동기 부여가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임 워된 종사자 일수록 

조직몰입과 친사회  행동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정란, 

이경국[23]의 연구와 임 워먼트, 조직몰입은 친사회  

행동과 비슷한 유형인 조직시민행동에 정 으로 매

개하는 변수로 밝 진 원유미[35]의 선행연구와 일치한

다. 정서  몰입은 감정 으로 조직과 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형성되는 태도에 반해, 계산  몰입은 

경제 인 계산에 의해 형성되는 태도로서[7] 높은 계산

 몰입을 가진 종업원들은 그들의 직무를 유지하기 

한 최소한의 작업 요구량을 수행하기 해 동기부여 되

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나 목 을 효과 으로 성취하기 

해서는 비생산 이라 할 수 있다[36].

따라서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  임 워먼트는 조직

몰입과 친사회  행동이 기업이나 조직에 한 사회  

성과나 성장에 직 인 향을 미치므로 요한 요인

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 하 다. 그러므로 시큐리티 

요원에게 임 워먼트가 높으면 윤리  가치와 규범 등

에 정 으로 측 되는 기본  틀을 제시 할 수 있으

며 조직을 효과 으로 순환시키기 한 행동을 스스로 

유발시켜 고객서비스 등 친사회  행동을 자의 으로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 워먼트와 조직에 몰입해

야 할 원인에 한 주장을 본 연구와 같은 근거로써 합

리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임 원먼트를 계속 으로 

정  효과의 검증을 해서는 략 인 제시  교육

이 실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큐리티 요원들에게 

요성을 명확히 이해시킨다면 조직에 한 성과를 높

이기 한 상호 자발  노력이 자연스럽게 유도 될 것

이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의 방법  차를 통하여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  임 워먼트는 조직몰

입에 향을 미친다. 즉, 자기결정력, 직무수행

능력, 향력, 의미성의 수 이 높을수록 계산

몰입과 정서 몰입의 수 이 높아진다. 

둘째,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  임 워먼트는 친사회

 행동에 향을 미친다. 즉, 자기결정력, 의미

성, 향력, 직무수행능력이 높을 수록 고객 서

비스와 조사항의 수 이 높아진다. 

셋째, 시큐리티 요원의 조직몰입은 친사회  행동에 

향을 미친다. 즉, 계산 몰입, 정서 몰입이 

높을수록 고객서비스, 조사항의 수 이 높아

진다. 

넷째,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  임 워먼트는 친사회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정서 몰입을 통하여 간 인 향을 미치고 

있다.  

범죄의 방과 처, 도난 방지, 화재 방 등의 업무

를 담당하는 시큐리티 분야의 조직을 이끌어 가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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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큐리티 요원과 수요자 즉, 소비자가 매우 요

한 요소이며 계 유지가 필연 이다. 기존의 정책들을 

보면 경 자 심으로부터 지시 인 면이 강하게 나타

났지만 의식수 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실무자 심과 

소비자 심의 정책으로 탈바꿈 되어 기업  조직의 

리에 많은 노력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소

비자와 조직의 계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유지해 주

는 시큐리티 요원의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 친사회  

행동의 계 연구는 필연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 으로 시큐리티 요원의 사회  편견에 한 지지

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더 실질 이고 체계

으로 조직과 실무자  고객과의 정  계 유지를 

한 다각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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