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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조직적 특성 중 경찰관서의 규모에 따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수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경찰관서 

규모에 따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는 관서규모와 급지, 종속변수는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로 구성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서규모와 급지 둘 다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I. 연구의 목적

  경찰관의 스트레스가 만성적일 때에는 경찰 조직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에게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관의 스트레스는 잦은 결근, 탈진, 

직무불만족, 조기 퇴직, 장단기적인 질병으로 인한 면역

체계의 약화, 장기적 장애, 직무성과의 하락, 정상보다 

이른 사망 등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조직적 특성 중 경찰관서의 규

모에 따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 경찰관서 규모에 따른 경찰관

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방법 및 결과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서 규모에 따른 경찰관의 스트레

스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를 구성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는 관서규모와 급지 2가지로 구성하였

다. 관서규모는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는 관서를 지방경찰

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3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급지는 지방경찰청, 1급지 경찰서, 2급지 경찰서, 3급지 

경찰서 근무 4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는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2가지로 나

누어 구성하였다.

  직무만족은 Davison과 Cooper(1983)가 연구에서 사용

한 문항들을 토대로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김정인(1997)이 번안한 것을 활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척도는 승진, 임금, 직무 자체, 감

독자, 동료 등의 5가지 사항을 묻는 7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직의도는 실제 이직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

한 선행요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천순덕(2005)이 호텔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을 조사한 설문 중 이직

의도 관련 문항들을 경찰 직무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

여 5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활용하였다. 

표 1. 근무관서별 인원

근무관서 빈도(명) 비율(%)

지방경찰청 148 15.2

1급지 경찰서 254 26.1

2급지 경찰서 168 17.2

3급지 경찰서 95 9.8

1급지 지구대 179 18.4

2급지 지구대 36 3.7

3급지 지구대 27 2.8

치안센터 13 1.3

파출소 54 5.5

합  계 9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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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관서규모별 직무만족․이직의도 수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직
무
만
족

지방청 21.09 3.951

9.369 .000경찰서 19.59 4.140

지구대 19.29 4.670

이
직
의
도

지방청 6.87 1.998

1.344 .261경찰서 7.20 2.182

지구대 7.12 2.066

표 3. 경찰서 등급 결정기준

등  급 등 급 결 정 기 준

1급지
(대도시형)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경찰서
인구 25만명이상 시에 소재한 경찰서

인구 25만명이상 관할경찰서

2급지
(중소도시형)

인구 25만명미만 시에 소재한 경찰서
인구 15만명이상 25만명미만 관할경찰서

3급지
(농어촌형)

인구 15만명미만 군에 소재한 경찰서

 * 자료 : 경찰청, 경찰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

표 4. 급지별 직무만족·이직의도 수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직
무
만
족

지방청 21.09 3.951

7.998 .000
1급지 19.19 4.405

2급지 19.97 4.053

3급지 20.11 4.098

이
직
의
도

지방청 6.87 1.998

4.110 .007
1급지 7.36 2.312

2급지 6.91 1.724

3급지 6.82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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