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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 경호상황에 맞는 경호주체의 성공귀인에 대한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

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완전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면담을 실시하여 2차적으로 반구조화 질문지를 구

성하였으며, 3차적으로 폐쇄형 설문지를 제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21.0, AMOS 21.O 통계패키지를 통하여 데이

터를 분석하여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을 걸쳤다. 조사기간은 최초 질문지를 배포한 시점인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문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후 200명의 경호원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1차, 2차 분석 과정에서는 경호원의 내적자질, 경호원의 외적자질, 경호주체로써 경호원의 내적자질 유

도 요인, 경호주체로써 경호원의 외적자질 유도 요인 등 네 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경호원의 성공귀인에 관한 요인들을 구

성하였다. 3차 분석에서 설문지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자료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은 ‘무술 및 신

체능력’(4문항), ‘실무적 자세’(3문항), ‘업무환경지원’(3문항), ‘조직적인 실무능력’(3문항), ‘임무수행태도’(3문항), ‘위기대처능

력’(2문항) 등 6개 하위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Development of Success Attribution Scale for Body Guard in Korea

Kim, Sang Jin *

ABSTRACT

This study is for presenting the factors about success attribution that fit the korean security service conditions and

developing the actual analysis of measurement tools by investigating the success factors of the security service agents.

To this end, conducted a meeting from the fully open questionnaire at first, and then formed the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finally carried out the survey from the clos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data from SPSS 21.0, AMOS

21.0 and developed the measurements. It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14 to June, 2015. This survey was conducted

of 170 security guards after the verification of the content validity though the pilot survey and presented the success

attribution factors and standards on the basis of the result form this survey. At the first and second analysis process,

the success attribution factors of the guards consisted of inner qualities, external qualities, induction factors for inner

qualities, and induction factor for external qualities. On analysis of the final data and documents, however, at the third

analysis, the success attribution factors of the guards consisted of 'martial arts and physical ability'(4 questions),

'attitudes to work'(3 questions), 'support for the working environment'(3 questions), 'organized business skills'(3

questions), 'attitudes to the duty'(3 questions), and 'coping with crises(2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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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는 ‘인간성 상실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극단

적이고 잔인한 범죄와 테러리즘이 정치, 종교, 이념

적 갈등과 함께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양상을 울

리히 백(2014)은 “화산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명

과 같다.” 라고 일축하면서 ‘위험사회(risk society)’

라고 명명하였다[18]. 이처럼 위험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메카니즘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위해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혼란과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현대인들은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지켜

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경

호(警護)’에 대한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게 되었다

[4],[24].

경호란, 의뢰인의 신변에 직․간접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한 조직단위의 호위(護衛) 활동으로, 경호원

개인적 자질에서부터 팀의 역량이 경호의 성공자

본으로 강조된다[5].

성공자본은 주체의 성공귀인에 대한 요인을 규명

하는 데서부터 출발된다. 여타분야에서 그동안 연

구되어온 성패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해본

결과, 학위논문은 235개(석사:198개, 박사37개), 학

술지논문은 118개 등으로 조사되었다[23]. 그러나

경호주체에 대한 성패귀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경호주체와 관련된 선행

연구나 저서는 대부분 ‘요인 대테러’, ‘경호무도’,

‘경호실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7],[17],[9],[10],[25]. 그러나 이는 경호주체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기보다 업무 중심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경호의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성패귀인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막연히 대통

령경호실을 경호원의 성공귀인(모델)으로 간주하려

는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구성원

간의 팀웍과 행정능력, 의사소통, 리더십 등 개인

적, 조직적 차원에서 잘 갖추어진 기관으로써 상징

화된 이미지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경호원의 성공귀인은 상징화된 이미지로

만 규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경호는 그 나라

의 정치·경제·사회·종교·문화 등 공적․사적 영역

을 막론하고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민감하게 영향

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기관의 주체

를 경호원의 성공귀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

질적인 관점에서 위해환경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귀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소유한 현직 경호원들을 중

심으로 경호주체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

고 규명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이는 경호학의 실

제적인 이론교리를 개발하고, 성공귀인과 관련된

유관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 작

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경호원으로 근무한 경

험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호원을 대상으로 실

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성공요인을 실증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을 측

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절차 및 방법

2.1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선행 연구들[2],[8],[15],[16],[11],[12]

과 같이 통합적 타당도 절차를 정의한 후 경호원

의 성공귀인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통합적 타당

도 프로그램은 개념검토, 내적구조검토, 외적관계검

토 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료처리는 크게 질

적 자료 분석과 양적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2.1.1 질적 자료 분석

질적 자료 분석은 연구자의 주간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삼각검증법(investigator triangulation)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경호학 박사학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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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자료 분석

을 실시하였다. 질적 자료는 1차 완전개방형, 2차

반구조화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차 자료

분석을 토대로 3차 폐쇄형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1.2 양적 자료 분석

3차 폐쇄형 설문지는 SPSS 21.0 for Windows와

AMOS 21.0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구

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 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 수렴 및 판별타당도 검증을 실시함으

로써 이 연구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χ2, df, Q값(χ2/d

f), GFI, CFI, RMSEA, RMS 등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공분산행렬을 근거로 할 때 흔히 사용되는 N

FI, NNFI 등을 추가로 사용하였고[1],[11], 설문지

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 및 조사기간으로는, 수도권에 소재

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실 또는 사설경호업체에서 5

년~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경험이 있

는 경호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무선표집조

사방법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

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

쳐서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로 2

014년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8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구

성하여 2015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3차 조사는 설문지를

제작하여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200명을 대상으로 본 조

사를 실시하였다.

3. 결과

3.1 1차 분석: 개방형 질문지에 대한 개념 및

내용분석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10~20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호공무원(대통령경

호실) 3명과 사경호 업체에서 10~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호원 5명을 대상으로, “경호원의 성

공귀인(요인)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8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첫째, ‘경호원의 내적(태도) 자질’, 둘째, ‘경호원의

외적(업무수행능력) 자질’, 셋째, ‘경호주체로써 경호

원의 내적 자질유도 조건’, 넷째, ‘경호주체로써 경호

원의 외적 자질유도 조건’ 등 크게 4가지로 구성 할

수 있었다.

1차 분석 결과, 경호원의 성공귀인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패널이 응답한 내용들의 중복 및 미중복 내

용은 총 342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가

장 많은 응답을 보인 요인은 ‘경호주체로써 경호원

의 내적 자질유도 요인’이 91건으로 전체 응답률의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경호주체

로써 경호원의 외적 자질유도 요인’이 89건으로 전

체응답률의 26%로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3위로

는 ‘경호원의 내적(태도) 자질’이 82건으로 전체 응

답률의 24%로 나타났으며, 4위로는 ‘경호원의 외적

(업무수행능력) 자질’이 80건으로 전체 응답률의 2

3%로 나타났다. 1차 분석에서 경호원의 성공귀인

이 이렇게 4가지로 대분류되고 있으며 또 그 중에

서 경호주체 즉, 조직우선적인 응답이 많은 이유는

경호라는 직무가 경호원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팀을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으로써 갖춰야 할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분석에 대

한 구성요인에 대한 응답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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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에 대한 1차 개념 및 내용분석

질문 경호원의 성공귀인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 / % 요인 내용(n=342)

3 24%
내적 자질
(n=82)

①긍정적인 마음가짐(10), ②자신감(4), ③상황판단능력(4), ④자부심(7), ⑤자기관리 
및 자기계발, 성실, 인내심, 희생정신, 책임감(각6), ⑥ 적극적인 태도 및 인성(각
3), ⑦ 충성심, 사교성, 융통성, 사명감, 서비스 정신(각2), ⑧기타(각1)-고정관념타파,

정신력, 정의감, 품위, 예절, 업무집중력, 강직함, 배려심, 무게감, 능동적 태도, 강한 
의지력.

4 23%
외적 자질
(n=80)

①신체조건(13), ②무술실력, 체력, 용모단정(각7), ③운동능력, 순발력(각6), ④경험(5),

⑤상황대처능력(4), ⑥이미지 메이킹, 민첩성, 자격증(각3), ⑦능동적 태도, 원활한 의
사소통, 외국어 능력(각2), ⑧기타(각1)-언변술, 듬직함, 상황판단력, 다제다능함, 직무
관련 전문지식, 좋은인상, 정보분석능력, 이해능력, 행정업무능력.

1 27%

내적 
자질유도 
요인
(n=91)

①협동심, 팀웍(19), ②신뢰감(16), ③배려심, 의사소통, 책임감, 희생정신(4), ④상호인격
적 대우(존중), 사교성, 복종심, 능동적 태도(2), ⑤ 기타(각1)-일에 대한 만족도, 조직에 
대한 충성심, 긴장감, 인성, 조직내 기밀유지, 조직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조직구성원간
의 통일성, 태도, 위계질서, 고정관념타파, 세심함, 업무분담(책임부여)

2 26%

외적 
자질유도 
요인
(89)

①상사의 리더쉽 적응(각15), ②수직적 조직체계, 적응(각12), ③업무여건 적응(8), ④업무의 
세분화, 복리후생(급여), 단결심, 조직의 이미지(각5), ⑤신속한 보고(3), ⑥보안유지(3), ⑦기
타(각1)-업무능력, 사전예행연습, 조직 적응력, 조직내 분위기, 업무수행의 강화, 조직구성원
의 공통된 외모, 팀의 차별화, 승진, 책임의식, 재정적 능력, 교육시스템, 인수인계, 약어설정,

보호능력, 안정성 보장, 주도예절, 고민상담, 취미활동, 제도(규정).

3.2 2차 분석 : 반구조화 질문지에 대한 개념

및 내용분석

2차 분석은 1차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반구조화질

문지를 구성하여 3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호원의 내

적(태도) 자질”에 대한 하위요인은, 덕목, 실무능력,

긍정적 마인드, 자신감 및 의지력, 사명감 및 희생

정신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

여 경호원의 성공귀인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보

다 내적인요소 가운데 경호원에게 요구되는 ‘덕목’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호원

의 외적자질(업무수행능력)”에는 무술 및 신체능력,

이미지 메이킹, 우발상황 대응능력, 업무처리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무술 및 신체능력’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빈도(n)별로 살펴봤을 때 무술 및

신체능력 만큼 경호원에게는 ‘이미지 메이킹’도 매

우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호주체로

써 경호원의 내적 자질유도 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

해서는 협력심, 구성원 간 신뢰, 상호인격존중, 조직

내 위계질서, 조직적응력 등의 순서로 응답되었으

며, 경호주체로써 경호원의 내적인 자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팀 단위로 움직이는경호조직의 성향

을 반영하여 ‘협력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호주체로써 경호원의 외적 자

질유도 조건’에는 업무환경, 상사의 리더십, 업무운

영능력, 조직의 이미지 등의 순서로 응답되었다. 이

러한 결과로 경호원의 자질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유도하기 위해서는 업무환경에 대한 적절한 조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2차 분석에

대한 구성요인에 대한 응답내용은 <표 2>와 같다.

3.3 3차 분석 : 폐쇄형 설문지 내용 및 구성타

당도 검증

3차 분석을 위하여 2차 분석 내용을 토대로 경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

하여 개념 및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여 설문지를 구

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지는, “경호원의 내적자질(태

도) 요인”을 묻는 내용으로 ‘덕목’ 9문항, ‘실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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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항, ‘자신감 및 의지력’ 3문항, ‘희생정신 및 사명

감’ 2문항 등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경

호원의 외적자질(업무수행능력) 요인”을 묻는 문항에

는 ‘무술 및 신체능력’ 4문항, ‘이미지 메이킹’ 4문항,

‘우발상황 대응능력’ 2문항, ‘업무 및 행정능력’ 4문항

<표 2>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에 대한 2차 개념 및 내용분석

질문 1. 경호원의 내적자질(태도) 요인

순위/% 요인 내용

1 37.1 덕목(n:36)
성실(6), 책임감(6), 자기관리 및 자기계발(6), 인내심(6), 자부심(7),
정의감(1), 배려심(1), 충성심(2), 예절(1).

2 21.6 실무능력(n:21)
상황판단력(8), 지적능력(2), 융통성(3), 서비스정신(2), 정신력(1), 집
중력(1), 품위(1)

3 19.6 긍정적인 마인드(n:19) 긍정적인 태도(10), 적극적 태도(4), 인성(3), 사교성(2)

4 11.3 자신감 및 의지력(n:11) 자신감(8), 강직함(2), 강인한 의지력(1)

5 10.3 사명감 및 희생정신(n:10) 희생정신(6), 사명감(2)

응답 누계 n=97

질문 2. 경호원의 외적자질(업무수행능력) 요인

순위/% 요인 내용

1 38.2 무술 및 신체능력(n:26) 운동능력(9), 무술실력(7), 체력(7)

2 36.8 이미지 메이킹(n:25) 신체조건(13), 좋은인상(1), 용모단정(10), 듬직함(1)

3 14.7 우발상황 대응능력(n:10)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5), 경험(5)

4 10.3 업무처리역량(n:7) 외국어 능력(2), 전문지식(2), 행정업무능력(2), 통제력(1)

응답 누계 n:68

질문 3. 경호주체로서 경호원의 내적 자질 유도를 위한 성공 귀인

순위/n(%) 요인 내용

1 48 협력심(n:34) 팀웍(19), 업무분담(7), 의사소통(5), 능동적 태도(2)

2 17 구성원 간 신뢰(n:17) 신뢰감(16), 기밀유지(1)

3 17 상호인격존중(n:12) 배려심(5), 희생정신(4), 존중(3)

4 7.0 조직 내 위계질서(n:5) 복종심(2), 충성심(1), 긴장감(1), 위계질서(1)

5 4.2 조직 적응력(n:3) 사교성(2), 만족도(1)

6 4.2 기타(n:3) 인성(1), 태도(1), 고정관념타파(1)

응답 누계 n:74

질문 4. 경호주체로서 경호원의 외적 자질 유도를 위한 성공귀인

순위/n(%) 요인 내용

1 32.1 업무환경(n:25)
근무여건(8), 업무의 세분화(5), 복리후생(5), 조직분위기(2), 승진(1),
취미활동(1), 교육시스템(1), 개인행동자제(2)

2 30.1 상사의 리더십(n:24) 리더십(15), 팀웍(7), 제도 및 규정(1), 고민상담(1), 총(n):24

3 29.4 업무운영능력(n:23)
수직적 조직체계(12), 신속한 보고체계(3), 보안유지(2), 업무능력(2),
사전예행연습(1), 팀차별화(1), 인수인계(1), 약어설정(1), 총(n):23

4 7.7 조직의 이미지(n:6) 이미지(5), 통일된 용모(1), 총(n):6

응답 누계 n:78, 총 317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경호주체로서의 내적

자질유도 요인”을 묻는 문항으로는 ‘협력심’ 4문항,

‘구성원간의 신뢰’ 2문항, ‘상호인격존중’ 3문항, ‘조직

내 위계질서’ 4문항, ‘조직적응력’ 2문항 등 15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경호주체로서의 외적 자질유

도 요인”을 묻는 문항은 ‘업무환경’ 9문항, ‘상사의

리더십’ 3문항, ‘업무운영능력’ 8문항, ‘조직이미지’ 2

문항 등 22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따라서 본 설문지

는 총 17개 하위개념 7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본조사는예비조사(100명 가운데 87개표본확보후분

석)를 통하여 77개 문항에대한구성타당도분석을실시

하여부적합하다고판단된38문항을제거하였고, 최종 39개

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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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20개 문항, 7개

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졌다. 하위요인은 f1 : 무

술 및 신체능력(b1, b2, b3, b4), f2: 실무적자세(a6,

a8, a15), f3: 업무환경지원(d3, d6, d8), f4: 조직적인

실무능력(d17, d18, d20), f5: 임무수행태도(a14, a17,

a21), f6: 위기대처능력(b10, b19), f7: 업무처리역량

(b14, b12) 등으로 구성되어졌다. 성공귀인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76.152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뢰도분석은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각 변수의 신뢰도는,

f1 : 무술 및 신체능력(α=.836), f2: 실무적자세(α=.8

63), f3: 업무환경지원(α=.814), f4: 조직적인실무능력

(α=.755), f5: 임무수행태도(α=.740), f6: 위기대처능

력(α=.765), f7: 업무처리역량(α=.740) 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3.3.2 확인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한 구성타당도를

토대로 변수간의 관계 및 내재된 요인 및 차원을 확인

하고자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 경호원 성공귀인에 대

한 구조모형은 χ2=183.223, χ2/df(149)=1.230, ρ=.030,

GFI=.828, NFI=.796, NNFI=.939, RMSEA=0.52, RM

R=.049를 보였다. GFI, NFI는 최적지수인 .90에는 미

치지 못하였으나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업무

처리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 a14, a12은 요인부하

량이 0.5보다 낮게 나타나 이 연구에서는 두 문항을

제거하였다. 문항 a14, a12를 제거한 구조모형에 대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GFI와 NFI, NNFI, CFI

는 각각 .870, .817, .946, .958로서 GFI와 NFI는 기준

치인 0.9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NNFI와 CFI는 .90이상으로 최적모델에 부합

한 지수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RMSEA 값은 .052, R

MR 값은 .035로 나타나 최적모델에 부합한 지수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요인에 대한 표준적재치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개념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요인에 대한 분산추출지수가 0.5이상

이고, 개념 신뢰도가 0.7이상이어서 수렴타당성은 확

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Fornell and Lacker, 1986:39

-50). 따라서 한국 경호원 성공귀인에 대한 연구모형

은 전체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을 구성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

한 전체 모형도는 [그림 1]과 같다.

x
2
=147.774(ρ=.030), df=120, x

2
/df=1.23

A:무술 및 신체능력, B:실무적자세, C:업무환경지원,

D:조직적 실무능력, E:임무수행태도, F:위기대처능력

(그림 1)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

3.3.3 판별 타당도 분석

판별타당성의 기준은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

관계수의 결정계수(r2)보다 크면 요인사이의 판별타

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구성개념에 대한 판

별타당도는 <표 2>와 같다. <표 4>에서 본 바와 같

이 모든 요인의 분산추출지수(대각선 행렬의 수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r2)보다 크

기 때문에 요인사이에는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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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구성 개념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

관계수의 신뢰구간에 1이 포함되지 않아 수렴타당성

과 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2].

<표 3>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 전체 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 최종문항

구
성
개
념

항목 SRW SE CR AVE

f1.

b4. 경호원은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순발력이 요구된다. .875 .059

.935 .785
b3. 경호원은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첩한 행동이 요구된다. .808 .115

b1. 경호원은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무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667 .283

b2. 경호원은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 .704 .187

f2.

a15.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에 대한 투철한 충성심이 요구된다. .990 .014

.901 .758a6. 경호원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844 .175

a8. 경호원에게 정의감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다. .661 .490

f3.

d8. 경호원에게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764 .233

.885 .720d6. 경호원에게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763 .238

d3. 경호원에게 복리후생을 지원이 필요하다. .782 .219

f4.

d20. 통일된 ‘약어’ 또는 ‘수신호’를 설정하여 실무상의 효율성을 높인다. .601 .374

.869 .695d18.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별화된 팀 운영을 시도한다. .880 .108

d17. 경호행사 전 리허설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692 .226

f5.

a14. 경호원은 어떠한 상황에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721 .250

.851 .656a17. 경호원에게는 절도와 품위 있는 행동이 강조된다. .695 .277

a21. 경호원은 희생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681 .240

f6.
b10. 경호원의 실무경험(경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717 .222

.887 .798
b9. 경호원은 효과적으로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868 .097

x
2
=147.774(ρ=.030), df=120, x

2
/df=1.231, GFI=.870, NFI=.817, NNFI=.946, CFI=.958,

RMSEA=.052, RMR=.035

f1:무술 및 신체능력, f2:실무적 자세, f3:업무환경지원, f4:조직적 실무능력, f5:임무수행태도, f6:위기대처능력.

<표 4> 구성개념의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

요인 f1 f2 f3 f4 f5 f6

f1. .844*

f2. .381 .800*

f3. .438 .439 .792*

f4. .376 .342 .541 .782*

f5. .405 .558 .252 .281 .765*

f6. .474 .168 .346 .432 .365 .848*

*=분산추출지수

3.3.4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3.3.4.1 기술통계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 측정 설문지에 대한 통계

적 검증 결과,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 18개의 문항

은 정상분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첨도와 왜도의

수치가 +2.0 이상인 문항이나 한 척도에 50% 이상

의 반응비율이 집약된 문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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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 요인에 대한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1. 무술 및 신체능력
(경호원 외적자질 요인:b)

1

2. 업무수행자세
(경호원 내적자질 요인:a)

.323** 1

3. 업무환경지원
(경호주체 외적 자질 유도 요인:d)

.364*** .365*** 1

4. 조직적 실무능력
(경호주체 외적 자질 유도 요인:d)

.355*** .360*** .395*** 1

5. 임무수행태도
(경호원 내적자질 요인:a)

.344*** .454*** .198 .257** 1

6.위기대처능력
(경호원 외적자질 요인:b)

.355*** .195 .257* .347*** .274*** 1

<표 5>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무술 및 

신체능력
4.3851 .49826 -.016 -1.334

업무수행자세 4.1648 .76903 -.975 1.251

업무환경지원 4.1226 .64523 -.538 .538

실무능력향상 4.1264 .58234 -.162 -.601

임무수행태도 4.3333 .57735 -.632 -.223

위기대처능력 4.4943 .58813 -.855 -.336

3.3.4.2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ρ<.05, **ρ<.01, ***ρ<.001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최대 tolerance 값

이 1이하 인 것으로 보아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술 및 신체능력은 업무수

행자세, 업무환경지원, 조직직 실무능력, 임무수행태

도, 위기대처능력 등의 관계에서 .01~.001의 수준에

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업무수행자세는 업무환경지원, 조직적 실무

능력, 임무수행태도 등과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기대처

능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리고 업무환경지원은 조직적 실무능력과는 .001수

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위기대처능력에

는 .05수준에서 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나 임무수행태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직적 실무능력은 임무수

행태도와 위기대처능력과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임무수행태도

또한 위기대처능력에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업무환경

지원과 임무수행태도, 그리고 업무수행자세와 위기

대처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이 연구에서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세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초 완전

개방형 질문지로 8명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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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주체로써 경호원의 내적 자질유도 요인’(91건,

27%), ‘경호주체로써 경호원의 외적 자질유도 요인’

(89건, 26%), ‘경호원의 내적(태도) 자질’(82건, 2

4%), ‘경호원의 외적(업무수행능력) 자질’(80건, 2

3%) 등 총 324건의 응답으로, 경호주체로써 ‘내적

자질’, ‘외적자질’, ‘내적자질유도요인’, ‘외적자질유도

요인’ 등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에서

‘내적자질’이 91건으로 전체 응답률의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호주체 즉, 조직우선적인 응

답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이유는 경

호라는 직무가 팀을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때

문에 개인역량보다 조직협력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차 결과에서는, 네 가지 영역에서 총 317개의 응답

이 있었다.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내적자질’로는 경

호원의 덕목으로써 자부심,‘외적자질’에는 무술 및

신체능력을 위한 운동능력, ‘내적자질유도요인’으로

는 협력심을 위한 팀웍, ‘외적자질유도요인’으로는

업무환경 중 근무조건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다. 즉, 경호원의 성공귀인은 경호원

으로서의 자부심, 운동능력, 팀웍, 근무조건이 잘 갖

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3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호원의 성공

귀인은 ‘무술 및 신체능력’, ‘실무적 자세’, ‘업무환경

지원’, ‘조직적 실무능력’, ‘임무수행태도’, ‘위기대처

능력’ 등의 순서로 6가지 하위요인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경호원의 성

공귀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검증

할 수 있게 되었다.

4.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4.2.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경호원을 대상으로 성공귀인에 대한 요

인을 분석하여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표본의 수를 충분히 확보한

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최

종적으로 확정한 표본의 수는 175명으로 많지 않은

표본으로 이를 측정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4.2.2 연구의 제언

이 연구에 의한 학문의 발전 기여도는 네 가지 측면

으로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귀인이론(Attrib

ution Theory)이란 어떠한 행동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하여 그 원인이나 이유가 어떤 종류의 것

이냐에 따라 정서적 반응과 미래의 성공·실패에 대

한 기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후속되는 행동이 달

라진다는 이론이다[21].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경호원의 성공귀인 요인에 규명은 산·학계가 공통적

으로 경호원의 외적인 요소나 개인의 역량에만 중

심을 두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경호원의 자질

과 핵심요인 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와 그동안

이론적으로 개발되어온 관찰적 이론을 토대로 현실적

인 교리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력을 강조하는 경호활동은 더 이상 개인

의 역량보다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공동협력을 중시

하는 조직문화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호원의 성공 귀인 척도는 개인적 역량과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학문적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경

호원의 성공귀인은 유관 변수간의 관계를 통하여

변수간의 연계성을 조사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협력적인 조직문화와 연관하여 경호조직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인과적 설명은 해당사건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고 결정되므로[20], 사

고하는 사회는 귀인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는 점을

주지할 때[13], 경호원의 귀인 모형이 더 이상 이론

적인 형식화 된 모델 또는 특정 기관의 일방적인 이

미지로 그려진 추상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실제적이

고 역량 있는 성공귀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지

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경호

주체에 대한 기초연구와 더불어 사례연구를 통하여

인과적인 설명 등으로 객관적인 교리연구 및 교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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