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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tion can be defined as a government action that has impacts on the 

behaviors of economic entities constituting the private sector. If government 

regulation is classified by means used to achieve government goals, it can 

largely be divided into two types such as direct regulation backed by rules and 

standards and indirect regulation through incentives.

  But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regarded as the third form of regulation 

that leans toward indirect means in its implementation but comes closer to 

direct ones in its effects.

  Accordingly,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considered as a technique that 

government utililzes in attempt to achieve policy goal by drawing voluntary 

cooperation from the regulated. The features of administrative guidance are 

summarized as the inducement of voluntary decision-making from the regulated, 

the non-juristic act not having legal effect, the exercise of broad discretional 

power by the regulator, and the stronger position of regulatory agenc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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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this paper purposes the researcher to present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o facilitate the behaviors of individuals by 

prepar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tegrating existing researches 

conceptually. For these purposes, the author summarized the current researches 

on the significance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 influential factors 

comprehensively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by Ajzen.

  The researcher also set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models through a 

documentary study. To verify the hypotheses, the author used questionnaire 

survey. In sampling both the quota and judgement sampling methods were used. 

After preliminary survey, questionnaire survey were performed to 357 policemen 

in the four wards in Gwangju City(East Ward, West Ward, South Ward and North 

Ward) and in two police stations(Sunchang, Hamphyeong) and the author collected 

them and analyzed their responses. In analysis the author used SPSS, the author 

used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ANOVA. By using SPSS 12.0, a coincidence which 

is effective in analyzing administrative guidance behavior was conducted and 

research hypotheses were analyzed positively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n the basis of the verification results, suggestions of policy and 

theory were considered.

  On the basis of the positiv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rived:

  First, the effectively administrative guidance behavior is affected directly 

by behavioral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us the theory of 

planned action proves to be more persuasive tha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Behavioral intentions prove to affect the administrative guidance efficiency 

more directly tha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cond,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ttitudes prove to affect behavioral 

intentions the most and even though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ffect behavioral intentions to som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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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roves to affect the administrative 

guidance efficiency directly and indirectly.

  Fro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following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can be derived to the effective administrative guidance.

  First, this study is likely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field of 

administrative theory by applying personal behavioral change to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specially, this study will be significant in that it relates 

personal behavioral decisions to the results of policy by revealing that 

mentally and cognitively planned behavior and motives bring about unintended 

policy results in the process of behavioral result analysis or by showing what 

planned behavioral motives are, that is, the causes of unintended policy 

results.

  Second, a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as proved to affect the effective 

administrative guidance behavior directly and indirect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facilitating each individual's 

the administrative guidance behavior. This confirms the usefulness of the theory 

of planned action in that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hich was presented to 

complement the problems of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verified to be an 

important determinant.

        Key Key Key Key Words Words Words Words :　administrative guidance, TPB,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ehavioral intention, 

        administrative guidanc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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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대 복지국가 사회에서 일선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고서 행정

지도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행정지도가 잘 되느냐의 여부는 조직과 그 

구성원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느냐에 초점이 모아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찰의 행정지도는 다른 행정분야에 

비해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분야이다. 이것은 곧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는 현장에서 고객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서비스가 전

달된다는 데에 관심이 집중된다.

  고객은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촉한 경찰공무원을 통하여, 또는 경찰

에서 실시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경찰의 행정서비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고객

과 접촉한 모든 경찰은 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지도를 통한 시민과의 접촉소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지도는 경찰서와 지구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

찰서와 지구대의 경찰공무원은 실질적인 집행현장의 담당자이다. 경찰공무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그 결정이 행정지도 현장에서 어떻

게 수행되고 있는지가 밝혀지기 전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Yates, 

1982: 92; Weatherly and Lipsky, 1977 :173). 더구나 행정지도 현장은 경찰공

무원의 행태에 따라 행정지도가 어떻게 수정 ․ 보완되며 또한 누구에게 얼마

나, 어떠한 편익이 부여되는지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행정지도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실

증적 연구가 미흡했던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행

정지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경험적 모형구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



- 11 -

는 실정이다.

  행정지도는 규제정책의 한 수단으로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특히 행

정실제에 있어서 그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행정지도가 

어느 규제분야에서나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정지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의미

로 쓰이는 행정지도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확언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이론적인 범위에서 머물

고 있고, 그나마도 행정지도가 갖는 법률과의 관계에서 행정지도로 인한 피해

의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지도의 법률적인 측면은 행정법학적인 연구영역으로 놓아두고 행

정학적 관점에서 정책집행의 수단으로서 행정지도의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지도는 정책수단1)이라고 할 때, 이는 실행적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곧 

정책과정에서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해 정책을 순응(compliance)시키기 위해 설

득이나 유인 또는 강압과 같은 실행적 정책수단을 사용하는데(정정길, 2001: 

61-63) 행정지도는 바로 이에 해당한다. 행정지도는 막스베버의 계층제적 관료

제의 성격으로 볼때는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된 주요정책을 “실행(carry out)

하고, 완수(complete)하는 것”(Pressman and Wildavsky, 1973:xix-xxi)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행하고 완수할 것인가. 즉 행정

지도가 일어나는 문제상황에서 수행상황이나 수행주체의 독자적인 활동이 고객

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가에 있다. 

  행정지도의 기본 전략은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대응관리이

다. 그런데 과거의 행정지도는 행정지도를 수행하는 주체에 중점을 두는 명령

지시적 행정지도이었고 경찰공무원은 주체성과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명령지시적 행정지도에서 경찰공무원은 명령하는 상관의 지위에 있는 반

1) 정책수단은 크게 실질적 정책수단과 실행적(보조적)정책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목표-수단의 

연쇄를 말하는 것으로 도구적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이러한 실질적 정책수단을 현실로 실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말한다(정정길, 2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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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고객은 복종의 위치에 있는 계층관계를 이루어 왔다. 이는 규제적이며, 통

제지향적인 행정지도의 특성이다. 그러나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통

제지향적인 행정지도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국민의식의 향상 그리고 민간부문의 

규모확대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이며, 봉사적인 능동적 행

정지도를 수행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봉사적인 능동적 행정지도

는 공익적 차원에서 고객의 공복으로서 봉사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행정의 요체

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

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권고 

등을 하는 행위가 필요하며, 적극적이고 자율적이며, 봉사적인 능동적 행정지

도 수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지도에 대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

하는지의 선호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곧 태도로써 설명될 수 있다. 태도

(attitude)는 경찰공무원의 행태(behavior)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태도와 행태 간의 관계에서는 신념과 감정, 동기가 경찰공무

원의 행정지도태도로 나타나고, 태도는 행태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행태에 

대한 태도와 행태의도, 행태 간의 관계를 설명한 학자로는 Fishbein & 

Ajzen(1980), Ajzen(1991)을 들 수 있다. 즉 Fishbein & Ajzen은 합리적 행위

이론을 제시하였고, Ajzen은 합리적 행위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

획행태이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를 개인의 태도 

차원에서 합리적 행위이론을 살펴 본 다음 Ajzen의 계획행태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Ajzen은 계획행태이론에서 행태에 대한 태도 외에도 주관적 규범과 행태통제

인식이 행태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행태의도는 다시 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행

태통제인식은 행태의도를 통해서 혹은 행태의도에 관계없이 직접 행태에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는바, 이 이론을 행태통제이론이라고 한다. 즉, Ajzen

의 계획행태이론은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개념화 하고, 그 요인을 측정, 확

인하는데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이론이다. 이는 의지적 영향(volition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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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하에 있는 행태뿐만 아니라 비의지적(involitional) 행태하에 있는 다양한 

행태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athieson, 1991; Tolman et 

al, 1995). 또한 계획행태이론은 많은 적용 예에서 타당성을 검증받은 이론이

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Trafimow & Finlay, 

2001: 634; Ingram et al, 2000: 217; Davis et al, 1989; 983).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태이론을 이론적 틀로 하여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계

획행태이론의 제 변수인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및 행태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해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

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실증적 조사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행

태를 인과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

에 대한 의의 및 영향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개괄한 다음 기존 

연구를 개념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경찰공무

원의 행정지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능동적 행

정지도행태의 효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정책적 ․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행정지도의 의의를 도출하고, 또한 과

거의 규제적이고 통제지향적인 행정지도의 개념에서 오늘날의 적극적이고 자율

적이며, 봉사적인 능동적 행정지도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인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적용시켜 설명

할 수 있는 계획행태이론의 논리와 유용성을 도출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영향요인들을 계획행태이론의 관

점에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도출된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영향요인을 설명하

기 위한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실증적

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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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이론적 시사점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Ajzen(1985, 1991)의 계획행태이론을 기초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이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행정지도의 개념, 

유형, 본 연구에서의 행정지도, 계획행태이론의 의의와 구성요소를 문헌을 통

해서 살펴 본 후, 계획행태이론의 관점에서 행정지도행태의 영향요인을 고찰한 

후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다.        

  둘째, 연구모형과 가설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에 있어서는 행정지도

에 대한 태도와 행태의도와의 관계, 주관적 규범과 행태의도와의 관계, 행태통

제인식과 행태의도 및 행태 간의 관계, 행태의도와 행태와의 관계등을 분석한

다. 

  셋째, 가설검증의 결과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정책적 ‧ 이론

적 측면에서의 함의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와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연구를 통한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의 영향요인

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문헌 

조사와 양적 조사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Brannen, 

1992: 4). 문헌 조사로는 관련문헌들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영향요인의 구성 개념 간 관계의 패턴을 거시적으로 탐색하여 연구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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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다. 양적 조사로는 구체화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

시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조사의 대상과 방법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

북도의 중하위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한다.

  우선 설문을 위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개발하여 수회의 수정을 가

한 뒤 예비조사는 80부의 설문지를 광주광역시 4개구에 임의로 선정한 지구대

에 20부씩 배포한다.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통해서 타당도를 분석한 

후 신뢰도 검증을 하였으며, 확인된 측정도구를 가지고 중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개인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대상은  광주광역시 4개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의 지구대)와 북

부경찰서, 전라남도(함평경찰서), 전라북도(순창경찰서)에 근무하는 중하위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한다.2)

  구체적인 통계분석기법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영향요

인을 비롯한 연구모형의 변수들이 개별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SPSS 12.0한글버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

도분석, 기술통계량분석, 상관관계분석, t-test, 분산분석을 통하여 분산의 동

질성 검증, F검증을 실시한다.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한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4.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방법으로 선행요인들과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그리고 행정지

도행태의 영향요인 간의 인과모형관계에 대해 검증하고 변수들 사이의 가설관

계를 검증한다.

  

                                                    

2)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체제로서 지역에 따라 업무내용이나 근무여건, 조직구조에 대한 현저한 차이가 없

기 때문에 대표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대상지역을 광주광역시 5개의 

구 중에서 4개구의 각각 1곳의 지구대와 1개구의 경찰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각각 1곳의 경찰서로 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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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경찰의 행정지도와 계획행태이론

          제 1 절 경찰의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가가가가. . . .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의 개념개념개념개념

  오늘날 정부규제 수단으로서 널리 사용하는 행정지도라는 용어는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되어 발전해 왔다. 2차대전에서 패한 이후 일본은 국내의 정세가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바람직한 사

회로 이끌기 위해 행정지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에 사용된 행정지도

는 행정기관에서 특정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행정적 용어라고 볼 수 

있다.

  1962년에 임수삼(林修三)이 이른바 ‘행정지도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

함으로써 행정지도가 처음으로 학계에 등장하게 되어 본격적으로 학문적 연구

의 시초를 만들게 된다(山內一夫, 1978: 2). 행정지도를 처음 학문적인 연구영

역으로 끌어들인 임수삼(林修三)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어떠한 행정분야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법령의 집행과 적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인 명령으로서 임의적으

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근

거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원하는 바를 행정지도 대상자가 자발적인 협력이

나 동의하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를 내렸다(林修三, 1962: 

17). 행정지도를 법령의 근거에 의하지 않는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행되는 행정작용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행정법 학계에서 행정지도가 행

정법의 주요 연구과제로 등장한 것은 1965년경 일본에서였으며  일본행정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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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과제(朴鈗炘, 1989a: 85-86)로 구미학자들에 의해 소개되면서 시작되었

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0년대 정권이 바뀌고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어 정부의 민간부문에의 개입이 국가 전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행정지도

가 널리 퍼져 나갔다. 물론 쉽게 확산된 것은 과거부터 우리의 문화에는 관을 

존중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굳어졌고, 한

편으로는 관에 대한 저항적 기질도 키워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행정지도는 

그 시기에 대한 학술적, 경험적 연구보다는 행정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굉

장히 커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도 행정지도는 행정운영의 70-80%를 차지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정수

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체 상호간 또는 

업자단체의 자주적인 이해,조정능력의 부족과 행정관청의 강한 지도의식, 국민

의 행정의지에 대한 과도한 존중 등으로 권력적 조치를 싫어하는 국민성과 행

정기관의 경향(成田賴明,1981: 39)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梁承斗, 1982: 359; 金道昶, 1982: 398).

  이런 동양과는 달리 서구에 알려진 행정지도는 일본 고유의 역사, 정치, 문

화와 관련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민속학적 분석 아래에서만이 그 이해가 가능하

다. 이러한 점으로 일본의 행정지도가 생성된 문화적, 사회학적 배경으로서 다

음의 다섯가지를 나열하고 있다(Pape, 1980). 첫째, 수직구조적 사회 둘째,응

석부림 셋째, 일본식의 특별한 의리감 넷째, 공과 사에 대한 특유한 이해 다섯

째, 일본적 법의식 등을 들고 있다. 

  일본의 학자(Fujita, 1982) 역시 이와 같은 분석에 동의하며 행정지도라는 

것이 표면상으로는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나 심리적 ‧ 간접적 강

제력은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요소로써 첫째,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식으

로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 둘째, 남과 달리 행동함으로써 남의 눈에 띠

는 것을 꺼리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셋째,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입게 

될 후사를 두려워한다는 점 등이다. 동시에 일본사회에서는 착취에 대한 두려

움이 최고의 사회규범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법이나 법률은 다만 보조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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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을 수행한다는 점이다(金南辰, 1995: 379에서 재인용).

  행정지도에 있어서 일본식 지도방법을 강조하는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비공식적 행정활동 그 자체는 오늘날의 고도로 발달한 산업국가에서는 어

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행정지도 및 그에 대한 일본 법원의 특수한 심

사방법도 일본의 역사나 문화와는 분리시켜 고찰할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Young, 1984). 이것은 행정지도에 대해서 그 역사적, 사회적 배경

을 검토하는 작업과는 별도로  그 자체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鄭亨根, 1993: 6).

  오늘날에 와서도 행정지도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 첫째로 복

지국가의 지향에 따른 행정기능의 확대와 이에 부흥하기 위한 행정부의 책임과 

업무의 증대(Corson & Harris, 1963: 2-8), 둘째로 행정기관이나 상대방인 국

민에게 편리하며 공권력 발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점

(成田賴明, 1969; 170), 셋째로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 그리고 경제적 여건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민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 ‧ 기
술을 지도 및 지원 받아야 할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거꾸로 과학적 ‧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정부가 민간부문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지도의 개념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용어로는 조언, 권장, 

권고, 장려, 주의, 지도, 지시, 조정 등 그 용어가 많고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씩 다르다. 그러나 사용되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러한 용어들이 모두 행정지도

의 한 측면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일러 행정지도

라고 칭하고 있으며 행정지도라는 용어는 주로 학문상의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실정법상이나 실제적인 행정작용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3) 행정지

도에 해당하는 행정활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볼 수 있고 또한 그 기능도 

다양하여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내용으로부터 어떠한 하나의 유

3) 행정지도라는 용어가 학문상의 용어로만 사용되었다가 시일이 지남에 따라 실정법

    (‘射倖行爲 등 規制法’ 제19조, ‘行政節次法’ 제48-51조)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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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개념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행정지도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로 행정기관이 상대방

의 동의를 구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고자 하는 작용으로 보는 견해(今村

成和, 1991: 130)가 있다. 둘째로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행정객체의 일정한 행위를 기대하면서 구속력없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직

접적으로 작용하는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행정기관이 그 의

도하는 행정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지시, 권고, 경고, 조언, 

주의,지도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일련의 작용으로 보는 견해(南博方, 1991: 

99)가 있다. 또한 법률상의 강제력(법률효과)이 아니라 사실상의 강제력에만 

의존하는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행동에 의해서 어떤 정책목적을 실현하도록 상

대방에게 작용을 가하는 행정수단(李容相 외, 1996: 43)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일부 학자들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

여 상대편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거나(金

道昶, 1992: 523)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한 행정객체에게 행하는 소망의 표시로서의 비강제적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金

南辰, 1995: 377)가 있다. 사인을 직접 상대로 하여 행해지는 행정기관의 행위

로서 사인의 법적이익에 직접적으로 어떤 변동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적인 행위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그 밖의 법외적

인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흔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

는 행정작용일반이라는 견해(徐元宇, 1992: 105)등이 있다. 이외에도 <표 2-1>

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으며 이상의 정의들에서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비권력적이며 비강제적 행위이다. 둘째, 행정기관의 사실행위

이다. 셋째, 특정한 행정목적이나 행정질서를 실현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넷째, 행정대상자를 상대로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논의들을 바탕으로 행정지도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

의 위임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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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따위를 하는 행정작용으로써 행정제도화 한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행

정제도화란 법적인 제도화와 비법적인 제도화를 함께 일컫는다.

<<<<표 표 표 표 2-1> 2-1> 2-1> 2-1>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요약요약요약요약

저   저   저   저   자자자자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윤세창(1982)

행정주체가 지도자적 입장에서 행정객체에 대한 설득과 협력에 의하여 

정부가 의도하는 바의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객체를 유도한 비협력적 ․ 
비법률적 행정수단.

오석홍(1985)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의 관할 내에서 어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

여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

지 않는 것.

금촌성화

(今村成和)

(1991)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고자

하는 작용으로 보는 견해

남박방

(南博方)

(1991)

행정기관이 그 의도하는 행정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지시, 권고, 경고, 조언, 주의, 지도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일련의 작

용으로 보는 견해

김도창(1992)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서원우(1992)

사인을 직접 상대로 하여 행해지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인의 법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어떤 변동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가지는 

행정작용일반이라는 견해.

김남진(1995)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정객

체에게 행하는 소망의 표시로서의 비강제적 사실 행위로 보는 견해.

이상규(1995)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

향으로 유도할 의도 아래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박윤흔(1996)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

이나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협력적 행위를 요청하는 희망의 표시인 비

강제적 사실행위

이용상 외

(1996)

법률상의 강제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강제력에만 의존하는 상대방의 자

발적 협력 행동에 의해서 어떤 정책목적을 실현하도록 상대방에게 작

용을 가하는 행정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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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 . .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의 기능기능기능기능

      (1) 법령의 보완적 기능

  행정지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법제도와 현실과의 괴리의 극복, 지역성 및 

다양성의 확보 등 법령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金南辰, 1995: 384: 朴鈗炘, 

1996: 517:  徐元宇, 1983:46-47:成田賴明, 1981a: 68). 법치행정의 원리상 국

가의 모든 행정활동은 법에 근거를 두고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법

률이 모든 행정분야에 관하여 빠짐없이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

다. 뿐만 아니라 가령 이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끊

임없이 새로운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 부적당한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金道昶, 1992: 523). 그러므로 법률에 규

정되어 있는 조치만으로는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에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규제와 현실의 행정수요와의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행정기관은 공익상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행정지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成田賴明, 1981a: 68). 즉 행정지

도는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과 괴리가 생기거

나 미처 법률로써 규정해 놓지 못한 경우라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다.

      (2) 권력성의 완화기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성은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의한 강제적 

조치를 싫어하고 보다 온건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희망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梁承斗, 1982: 359) 행정기관도 권력적 조치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金

道昶, 1982: 398). 실제로 행정의 수행에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률상 규

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행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바로 규제조치를 취

하지 않고 먼저 경고나 권고 등을 행하고 난 후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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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제조치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허가의 신청에 있어서도 최종적

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을 불러 사전 조사로 행정지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로 행하여지는 행정지도는 법률에 의한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상대방과 합의아래 원활하게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成田賴

明, 1981: 40-41).

      (3) 새로운 정책의 실험적 기능

  일정한 행정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정상적인 입법조치에 의

한 제도화가 바람직하지만 주변여건상 입법화가 어렵다거나 시험과정의 실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새로운 제도의 준비단계에서 행정지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成田賴明, 1981: 39). 실제로 환경영향평가가 장기간의 

행정지도 과정을 거쳐 ‘환경보전법’으로 제도화된 경우, 그리고 고용에 있어

서 남녀간의 차별해소를 위한 행정지도(徐元宇, 1983: 48) 등이 그 예이다.

      

      (4) 이해의 조정 ‧ 통합기능

  경제분야의 행정지도에서 업계내부 또는 경쟁업종간의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

여 그것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통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많다(成田賴明, 

1981: 39-40). 우리나라 업계는 격심한 경쟁속에 경쟁기업에 대한 불신이 강하

고 기업주체 상호간이나 사업자단체는 자주적으로 이해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또한 감독기관의 강력한 인‧허가권과 재정적 수단을 통해 경제계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으며 감독기관과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간에는 사

실상의 특별권력관계가 성립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朴鈗炘,1996: 517). 이러

한 상황하에서 경제계는 업계의 이해대립이나 과열경쟁의 조정을 정부에 의뢰

하여 해결하려는 데서 행정지도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5) 임시응급대책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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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행정은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渡邊洋三, 1980: 42). 그

만큼 행정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긴급한 사태가 벌어져 

응급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법률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라도 국민과 여론은 행정이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이러한 경우 행

정지도를 통하여 대처하게 되는 것이다.

                                다다다다. . . . 경찰공무원의 경찰공무원의 경찰공무원의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 행정지도 행정지도 행정지도 특성특성특성특성

  경찰공무원은 시민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경찰업무가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 같은 지원 

및 봉사기능에서도 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4) 경찰의 행정작용이 권력적이

든 비권력적이든 다른 일반 공무원의 행정지도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 차

이점은 경찰행정업무와 활동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행정지도의 관점

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찰조직의 특수성이다. 우리의 경우 안보와 치안여건을 이유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경찰 체제하에서 경찰조직도 관서장을 중심으로 한 계층구조로서 

전통적인 관료제적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홍성삼, 1992: 415: 이황우, 

1998: 31). 이러한 특성은 경찰이 시민을 위한 대리기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찰지향적인 행정지도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로서 작용

한다5)(Wilson, 1978: 85-86). 경찰조직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행정지도의 

4) 경찰업무가 법 집행이라는 규제적 권력작용에 있다고 하여 집행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 만은 아니다 

비형벌적인 성격의 계몽, 지도, 중재, 상담 및 지원업무 등의 서비스 지향적인 봉사기능이 근본적으로 

비권력적 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권을 전제로 발동되는 것(황지연, 1990: 287)으로서 업무수행에서 

규제적인 성격을 수반하게 된다.

5) 문제는 경찰지향적(police-invoked)인 행위는 행정지도를 목표보다 수단의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통 법집행의 경우 집행성과를 교통질서의 확립보다 교통위반 티켓의 발부 

수에 두게 된다. 반대로 시민지향적(citizen-invoked)인 경찰 행위는 정책대상집단의 편에서 시민들의 

특별한 불평 또는 권응 등 시민의 요구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보다 수혜자의 편의를 중요시

하게 된다(Wilson, 1978: 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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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한다. 특히, 돌발적인 사건해결의 시급성과 문제의 위

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의 기동성과 협동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성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정책유형상 대부분의 규제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규제정책은 그 규

제의 성질상 강제의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고, 적용범위가 한정적이고 개별적이

지만 규제비용이 피규제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그 영향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

문에 시민의 관심표적이 된다. 최근 들어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가 규제중심에

서 보호, 지원 등의 봉사기능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적활동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설정하여 공중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보호적 규

제정책(Ripley and Franklin, 1982)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규제정책은 

특히 피규제자의 자유와 재량을 구속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자인 집행가의 

권한과 재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경찰의 행정지도에 집행활동은 높은 가시성을 수반한다(Fyfe et al., 

1997). 법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지도의 최종 전달점은 사람에 한정되

고 그 활동수단은 강제적 ‧ 직접적이라는 측면에서 가시성이 높다. 경찰의 집

행성공을 목적보다는 수단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업무성과도 가시적이며 양적인 산출물(예:범죄건수감소)에 치중함으로써 어

떠한 효과가 앞으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 어떻게 수행해 왔는가에 관

심을 둔다. 좋은 경찰활동(good policing)은 공식적인 설계와 규제와 같은 법

적, 행정적 절차와 수단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기

도 한다6)(Fyfe et al. 1997: 377). 따라서 Fyfe(1993)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같은 목표달성을 경찰집행의 성공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

적한다. 더구나 가시성이 높은 노동집약적인 경찰집행은 아무리 잘해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경찰관에 대한 두려움, 아부, 혐오 및 회피 등

의 현상은 경찰관을 고독하게 만들 것이며 쇄신적인 변화의 추구보다는 현상 

6) 좋은 경찰활동(good policing)의 집행행태는 의사의 의료행태와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수

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다고 할지라도 수술 그 자체는 성공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Fyfe et al., 

1997: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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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적이며 보수적인 행태를 갖게 할 수도 있다(이황우, 1998: 32).

  끝으로, 행정지도 대상집단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다. 특히 법집행과 질서유

지를 위한 경찰의 행정지도 대상집단은 불특정다수로서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다른 집단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

다. 보통사람이라도 순간적인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

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정지도 대상집단이 된다(정정길, 1992: 209). 이러한 

현상은 경찰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

려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행정지도에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는 관료화 되어있는 정형적인 규제정책

이다. 또한 행정지도의 목적보다는 산출물의 결과인 수단에 치중하고 있으며, 

행정대상도 명확하게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

정지도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태도에 달려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서 행정지도의 활성화와 고객

중심의 행정지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Ajzen(1991)의 계획행태이론은 주어진 

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의도가 행태로 보여지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경찰공무

원의 행정지도행태를 다음 절에서 논의하는 계획행태이론에 근거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행정지도의 유형

  행정현실에서 사실상 행정지도라고 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종류는 실로 무수

하다고 하겠다. 다양한 종류의 행정행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당한 분류기준을 통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로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행정지도의 유형을 살

펴보면 이 역시 매우 다양하다. 행정지도에 대한 다양한 유형은 행정지도에 대

한 연구의 목적과 연구시각에 따라 그 분류기준을 달리 적용해 온 데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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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양한 행정지도의 유형 가운데 행정지도의 지배적 유형으로 논의되

어 온 것으로는 행정지도의 성질 내지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 행정지도의 유

형과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내지 법적 권한 유무의 기준에 의해 분류한 행정지

도의 유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기존에 제시된 행정지도의 유

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7)

                                가가가가. . . . 성질 성질 성질 성질 또는 또는 또는 또는 기능에 기능에 기능에 기능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분류분류분류분류

  

  성질 내지 기능을 중심으로 한 행정지도는 행정지도의 주된 기능 내지 그 특

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기능별 분류 또는 성질별 분류라고도 한다. 이러한 

행정지도의 유형에는 규제적 행정지도, 조정적 행정지도, 조성적 행정지도 등

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규제적 행정지도

  규제적 행정지도(regulatory administrative guidance)는 억제적 행정지도 

또는 강제적 행정지도라고도 하며, 성격상 행정법학자들이 행정지도 가운데 가

장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분야이다. 규제적 행정지도는 일반적인 공익 또는 

구체적인 공공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적극적 차원에서 규제하거나 소극적차원

에서 예방하는 지도를 의미한다.8)

  이러한 규제적 행정지도는 다시 법적 강제력이 있는 행위와는 별개로 독자적 

내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독자적 행정지도와 법적 강제력이 있는 행위에 부

수적으로 행해지는 부수적 행정지도로 세분된다. 그리고 독자적 행정지도는 또

다시 응급적 성격의 행정지도와 대체적 성격의 행정지도로 구분될 수 있다. 응

7) 행정지도의 유형에 있어 행정학 분야에서 이를 연구한 오석홍은 기능 및 법적 근거기준을 중심으로 기

존 행정지도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吳錫泓, 1985: 42-6)이를 중심으로 기타의 견해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8) 이러한 규제적 행정지도의 예로는 공해를 야기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물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등이 이러한 행정지도의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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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적 성격의 행정지도는 새로운 또는 긴급한 행정 수요의 발생시 이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른 행정행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

률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거나 이의 제정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응급적으

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를 의미한다.9) 반면에 대체적 성격의 행정지도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직접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보다 부드러운 지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적 행정지도

라고 한다. 이는 직접 또는 즉시 법적 강제력이 있는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강경한 법적 조치 보다는 행정지도로서 해당 행정수요에 대응하다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지도라고 하겠다.

  부수적 행정지도 역시 사전권고, 시정권고, 민원신청인에 대한 권고 등으로 

다시 분류해 볼 수 있다. 사전권고는 공무원이 법률상 강제력이 있는 명령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명령을 하기 전에 또는 행정과정상10) 이

러한 명령을 하기 전단계로서 상대방 시민에게 어떠한 행위를 이행 또는 중지

하도록 행정상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시정권고는 법적 기준에 적합

하지 않은 상태 즉 위반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상태를 시정하도록 권고

하는 행정지도이다. 그리고 민원신청인에 대한 권고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 

‧ 인가 ‧ 면허등 수익적 행위를 해 주도록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배경으로하여 어떤 권고를 하는 행정지도를 의

미한다.11)

      (2) 조정적 행정지도

9) 이는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소위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원래 엄격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할 문

제에 대한 응급적 대응이라는 논리에 따라 행정지도가 이해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실제로 응급적 행정

지도가 필요한 상황의 지속기간이 일정치 않고 심지어 때로는 장기간 지속 될 수도 있다(吳錫泓, 1985: 

42-3).

10) 이러한 유형의 행정지도를 법적 강제에 앞서 먼저 해야한다는 것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하겠다.

11) 이때 권고 사항은 민원신청 자체를 하지 말도록 사전에 권고할 수도 있고, 일단 신청을 한 경우에도 

신청을 철회 또는 변경하도록 권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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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적 행정지도(reconciliatory administrative guidance)는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담당공무원이 조정하려는 행정지도이다. 이는 서로 대

립적 또는 상반적인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어느 한편 또는 양자 모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배경으로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

적이다. 시민 상호간의 이해 대립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제활동의 과열경쟁

으로 건전한 경제질서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

이 행정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대립 갈등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

는 경우 이러한 조정적 행정지도가 동원된다고 하겠다.

      

      (3) 조성적 행정지도

  일명 촉진적 행정지도 또는 봉사적 행정지도라고도 하는 조성적 행정지도

(promotional or advisory administrative guidance)는 상대방인 시민의 이익

을 증진시키기 위한 봉사적 성격의 행정지도이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우월한 

지식, 기술 기타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

적이다. 조성적 행정지도에는 시민의 제반의 위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지도, 사

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지도, 농어촌지도 등과 같은 생활지도, 취업능력 향상

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 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도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조성적 행정지도가 시민의 이익증진을 위한 봉사적 행정행위라고 하

지만 상대방에 의한 지도내용의 수용이 항상 자발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다. 상대방이 지도내용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도공무원의 전문지식에 의한 권

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는 이른바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방의 저항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저항에 

직면하는 경우 행정지도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행정기관은 오히려 강압에 

가까운 보다 강력한 권력을 동원하여 행정지도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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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 . . 법적근거 법적근거 법적근거 법적근거 유무에 유무에 유무에 유무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분류분류분류분류

  법적 근거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 내지 법적 권한 유

무가 지니는 직접성과 구체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 유형을 의미한다. 행정지

도에 대하여 행정법학자들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라는 관점에서 그 ‘법

외성’또는 ‘비법성’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직접

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이거나 간에 법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

고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법적 근거 내지 법적 권한을 기준으로 한 행정

지도를 대별해 보면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와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에 의한 행정지도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에 의한 행정지도는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특정의 행정지도를 해야한다는 절차적 의무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지도

를 할 수 있다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하는 행정지도를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지도는 복잡 다양하

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일일이 법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행정지도는 대체로 비공식적

으로 행해지며 그것을 직접 규율하는 법규범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

나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행정지도를 규정하여 그 공식성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

다. 이 경우에도 행정지도를 규정하는 용어는 지도, 권고, 조언, 지시 등의 다

양한 표현이 함께 쓰이고 있는 등 용어상으로도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12)

      

12)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의 예로는 생활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하는 지도 

또는 지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국토이용관리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권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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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

  법규범의 근거 제시가 간접적인 경우의 행정지도로서 여기에서 법령의 직접

적인 근거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에 관한 법규범의 간접성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법규정의 강제력 있는 행정행위 대신에 하는 

대체적 행정지도이다. 이는 법령에서 어떤 목적을 위한 구속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배경으로하여 동일한 목적의 행위를 행정지도로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지도 자체에 대한 구체적 법규는 없지만 같

은 목적의 강제적 행정행위를 가능하게 한 법규정은 그러한 행정지도의 간접적

인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선행하여 지도, 권

고 등을 하는 사전권고와 법적 처분권을 배경으로 민원 신청인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앞의 첫 번째와 같이 법적 조치를 완전히 대치하

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체적인 행정지도의 내용이 되는 행위에 관한 

한 법령에서 언급이 없는 경우로서 법적 근거의 간접성이나 행위의 비공식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흔히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행정지도라고 부른다. 그러

나 적어도 규범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법규범과 전혀 무관하거나 위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업무의 관할을 이탈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행정지도에는 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범이 그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근거 규범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

기 때문에 그에 입각한 행정지도가 실제의 행정에서 무절제하게 팽창될 위험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다다다. . . . 목적에 목적에 목적에 목적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분류분류분류분류

  행정지도의 목적별 유형은 행정지도를 수행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한 유형을 

의미한다. 지도의 목적을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눌때 경제적 측면

의 행정지도에는 소비자 보호목적의 행정지도와 생산자 보호목적의 행정지도로 

세분된다. 전자에는 독과점적 횡포방지, 부당이득방지, 부당한 가격차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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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차보조13) 통한 서비스공급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되며, 후자에는 과다

경쟁방지, 산업육성, 불공정 기업간 경쟁방지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

의 행정지도에는 인간 기본권리 신장 및 준법 생활화, 생활향상 및 삶의 질 확

보, 위해 방지, 경제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 확보 등이 있다(최병선, 

1992: 17-54).

                                라라라라. . . .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행정지도 행정지도 행정지도 행정지도 분류분류분류분류

  끝으로 기타 행정지도 유형을 보면, 우선 행정지도 대상 즉 상대방의 수와 

특정성을 기준으로 한 유형으로는 특정 개인 또는 다수인에 대한 개별적 행정

지도, 특정집단에 대한 집단적 행정지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적 행정지

도 등이 있다. 또한 행정지도의 동기 즉 신청 유무를 기준으로 한 유형으로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응한 행정지도와 공무원의 일방적인 행정지도가 있고, 담당

공무원과 시민의 접촉을 기준으로 직접적 행정지도와 간접적 행정지도, 담당공

무원의 행태와 시민의 반응을 기준으로 민주적 참여형 행정지도와 권위적 독단

형 행정지도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지도의 형식을 기준으로 한 유

형으로는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와 문서에 의한 행정지도가 있는 등 매우 다양

하다.

     

     3. 본 연구에서의 행정지도 

  우리나라의 행정은 그동안 생산과 부의 집중 및 자본의 보호에 역점을 두어

왔다. 국가만이 지니고 있는 각종 강제력과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한 행정

지도를 통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제약과 영향을 행사해 왔다.

13) 정부가 특정산업에 대해 가격차별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특정 그룹의 

소비자에 대해 한계생산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얻어진 수익을 갖고 다른 그룹의 소비자에

게 생산비에 미달하는 가격수준에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전력, 

전화, 교통과 같은 공익서비스가 있다(Posner, 1971: 22-50, 최병선, 1992: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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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제 및 민간부문의 규모확대와 참여정부의 출현 그리고 국민의식의 

향상등 행정환경이 과거와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즉 지속적인 성장 및 

개발정책의 추진 결과 특히 경제발전으로 인한 민간부문의 확대 발전으로 행정

은 더 이상 모든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지도는 비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

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불균형적 국가발전 전략으로 인하여 민간

부문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현

과 참여정부의 출범, 그리고 그간의 꾸준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고등교육의 보

편화 결과 국민의식의 향상으로 인하여 과거의 획일적이고 일방적 강요에 의한 

행정지도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복지혜택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고  

정치 및 각종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와 국민의 요구와 관심이 높아졌으며  

사회적 형평성 또한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게 되었다.14) 

  따라서 권위주의시대 국민의 무조건적 수용을 바탕으로 무차별 확산 남용되

어 많은 폐해와 역기능을 노정 시켜온 일방적 행정지도에 대해 거부와 강한 저

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는 정부 또는 행정의 불신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지도도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이나 정책을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요구되는 분

야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야로 구분할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필요

치 않은 분야는 민간에 이양하거나 자율에 맡겨주고 행정지도는 가능한 한 억

제되어야 하는 한편,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요구되는 분야는 오히려 적절한 방

법을 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과 관념에 입

각하여 바람직한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를 모색하고자 한다.

  행정지도의 개념을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 소속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

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따위를 하는 행정작용으로서 

14)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의 행정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개발행정에서 복지행정

으로 공무원은 중립이 보장된 공복으로의 변화, 행정기능의 경계조정, 민본행정의 지향, 민주적 공무원

상과 윤리정립, 행정부패 및 부조리 방지, 행정에의 시민참여 증대 등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김번웅, 

1991: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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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화 한 것으로 정의를 하였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를 논

함에 있어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기능에 따라 행정지도를 명령지시적 행

정지도와 능동적 행정지도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우선, 명령지시적 행정지도는 경찰의 주체성과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

다. 이러한 명령지시적 행정지도는 경찰의 법규, 행정명령, 지시 등에 기초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

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을 말한다.  명령지시적 행정지도가 발동되면 경찰공무

원은 명령하는 상관의 지위에 있는 반면 시민은 복종의 위치에 있는 계층관계

를 이룬다. 이 기능의 행정지도는 규제적 행정지도 또는 통제적 행정지도의 특

성을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의 행정지도는 행정규제보다도 정책의 수용성

과 행정지도 자체의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민본행정의 성향을 지녀야 한다. 왜

냐하면 원활하게 행정목적을 실현하려는 보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

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능동적 행정지도는 경찰공무원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행동화 

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 이 경우에 행정과 시민은 시민주체성을 지닌 시민

우위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시민과 행정간에 시민우위적 관계 속에서 행정

지도는 시민이 요구하고 명령하는 민주의 지위에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은 이

러한 요구와 명령에 복종하는 공복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즉 민주적 계층관계 

속에서 지원과 조성적 행정지도 및 봉사적 행정지도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경

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는 공익적 차원에서 민간 즉 시민의 공복으로서 봉

사하는 것이 민주행정의 요체인 바, 행정 영역에서의 주체성과 자주성은 전적

으로 민간부문이 차지한다. 행정지도의 기본전략은 민간의 기대와 요구를 그대

로 수용하는 대응관리이다. 경찰공무원은 이러한 능동적 행정지도를 활성화 시

켜 고객지향적인 경찰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과거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지도행태가 아닌 적극적이고 고객지

향적인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런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계획행태이론(TPB : Azjen 1985, 1991)의 모형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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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계획행태이론

     1.계획행태이론의 의의

                                가가가가. . . . 계획행태이론의 계획행태이론의 계획행태이론의 계획행태이론의 대두배경대두배경대두배경대두배경

  행동예측을 연구하는 초기 사회심리학자들은 ‘태도’의 역할에 주목하게 된

다. 태도는 특정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개인의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인 평가

에 기인하는 것으로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학습된 경향이다(Fishbein & 

Ajzen, 1975). 이러한 태도는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설명력 있는 변수로 인식

되었다. 하지만 경험적 연구를 통해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성의 낮은 상관관계

가 밝혀지면서 태도와 행동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경험

적 연구결과를 두고 학자들은 ‘태도’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했지

만 일부 학자들은 태도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기존 태도연구의 문제는 

태도 이론에 대한 이해와 측정방식에 있음을 밝혀내었고 이후 태도에 대한 다

양한 차원과 속성을 바탕으로 한 태도모형을 제시하였다. (Fishbein, 1963: 

Rosenberg, 1976: Assael, 1986:). 이는 행동의 예측변수로서 여전히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태도에 중점을 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연구로는 

삼분모델, 단일요소모델, 다속성모델,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행태이론의 순으

로 제시되었다.

  첫째, 개인의 행동연구를 위한 초기모형인 삼분모델은 태도의 구성요소들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행동을 보다 정확히 설명 ‧ 예측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그러나 삼분모델은 태도의 개념이 풍부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인 심리구조의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둘째, 삼분모델에서는 태도가 인지 ‧ 감정 ‧ 행동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형

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단일요소모델은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감정적 요소

만을 태도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요소모델은 소비자들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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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다속성 모델은 특정의 제풍속성이나 신념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속성 모델은 개인들이 여러 가지 제품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

한 제품특성을 동시에 평가해서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고 본다. 다속성 

모델은 많은 기업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이용하였으나, 태도와 행동

의 긍정적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넷째,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태도 이외의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하

는데 이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그림 2-1>과 같이 Fishbein과 Ajzen(1980)이 

제시한 합리적 행위이론(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이다.

  합리적 행위이론에서는 <식1>과 같이 행동적 신념(behavioral belief)이 행

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ord behavior)를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

이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을 결정하고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

를 결정한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1> 2-1> 2-1> 2-1> 합리적 합리적 합리적 합리적 행위이론 행위이론 행위이론 행위이론 모형모형모형모형

    

                                                                       

    자료: Icek Ajzen  & Martin Fishbein,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al,    p.8,1980.                                                                                                

행태에 대한

태  도(AB)

규범적신념과

순응의 동기

주관적 규범

(SN)

행태에 대한

신념과 평가

행 태 의 도

(BI)

태도 및 규범의 

상대적중요성

(W₁과 W₂)
행 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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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B = = = = BI BI BI BI ‧‧‧‧    WWWW₁₁₁₁(AB)+W(AB)+W(AB)+W(AB)+W₂₂₂₂(SN)  (SN)  (SN)  (SN)  ‥‥‥‥‥‥‥‥‥‥‥‥‥‥‥‥    <식1>

      

      B : 실제행위

      BI: 특정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

      AB: 그 행동에 대한 태도

      SN: 준거집단에 의해 형성된 신념과 동기

      W1: AB의 행동적 의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가중치

      W2: SN의 행위적 의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가중치

      W1 + W2 = I

  Fishbein과 Ajzen의 합리적 행위이론 모형은 대체로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

고, 실증적 자료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Ajzen, 1977; Fishbein & 

Ajzen, 1980). 그러나 합리적 행위이론에 근거한 성공적인 연구결과에도 불구

하고 이론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들의 한정범위와 관련하여 3가지의 한계상황

(boundary conditions)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합리적 행위이론 모형은 의도만을 예언하므로 행태의도와 행태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 즉, 측정되는 의도와 행태의 특수성, 의도

의 안정성 및 행태에 대한 자연발생적 통제력 등이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둘째, 합리적 행위이론 모형에서는 가중치들이 경험적으로 유도되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어떤 의도들은 태도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어떤 

의도는 규범적 요소에 의해 또 어떤 요소들은 태도, 규범적 요소 모두에 의해

서 결정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행태의도는 측정되었을 때 행태에 대한 태도와 그리 차이가 없다. 따

라서 별개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또한 의지적 통제의 정의도 

불분명하여 어떤 행동이 의지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의 지지자들은 제안된 이론적 모형이 지지되는 조건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다른 광범위한 조건들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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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jzen이 기존의 합리적 행위이론 모형(TRA)

을 수정하여 제시한 이론이 ‘계획행태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이다(Ajzen, 1991). 

                                나나나나. . . . 계획행태이론의 계획행태이론의 계획행태이론의 계획행태이론의 개념개념개념개념

  Ajzen(1991)의 계획행태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Ajzen과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가정으로 전제되는 자의적 조절

(volitional control)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도출된 것이다. 즉, 인간의 

행동은 자의적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합리적 행위이론

에 지각행동조절 요인을 추가시킨 것이다. 이 이론은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의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한 태도와 사회적 규범에 덧붙여서 행태통제인

식 요인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다.

  계획행태이론의 특징을 보면, 행태통제인식요인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요인과

는 별도로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Ajzen & Driver, 1992).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행태이론에서 행태통제인식은 의도를 통

하여 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는 

외생적 변수로서 포함된다. 여기서 간접적 효과는 행태통제인식이 행동적 의도

에 대하여 동기차원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행동에의 직접적 효과는 개인이 행동을 하는데 있어 행태통제인식이 실제적 조

절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실제행동에 대한 행태통제인식요인의 

영향은 첫째, 행동이 자의적 통제하에 있지 않을 때 둘째, 행태의 통제에 대한 

지각이 있을 때 뚜렷해 진다고 보고 있다(Ajzen & Madden, 1986).

  계획행태이론의 중점요소는 합리적 행위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행동

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기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면 강할

수록 그 실행은 더욱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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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 2-2> 2-2> 2-2> 계획행태이론 계획행태이론 계획행태이론 계획행태이론 모형모형모형모형

  

자료: Ajzen,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 and Human         

       Decision Process, vol. 150, p.182,1991.

  

  그러나 문제의 행동이 자의적 통제하에 있다면, 즉 개인이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행동의도가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Ajzen, 1991).

  비록 어떠한 행동들은 사실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 같은 동기적 요소들에 의

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실행(선택행동)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필요한 기회

들과 자원(시간, 돈, 기술, 협조; Ajzen 1985)들의 유용성과 같은 비동기적인 

요소들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비동기적 요소들은 행태에 대한 실제적인 통

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Ajzen(1991)은 행동성취가 동기(의도)와 능력(행태통

제)에 공통적으로 의존한다는 생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다다다다. . . . 이론의 이론의 이론의 이론의 특성특성특성특성

  

  계획행태이론은 행태의 직접적인 결정인자로 행태의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행태에 대한 태도

의     도

행 태 통 제 인 식

주 관 적 규 범 행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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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의도의 요인으로 행태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 행태통제인식이 포함

된다.합리적 행위이론은 인간의 목표 행동이 자기 자신의 완전한 통제에 의하

여 의도를 가지기만 하면 행태를 수행한다고 보았으나, 계획행태이론는 행태를 

수행하는 것의 용이성과 난이성을 고려해서 결과적인 행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다. 즉, 계획행태이론은 인간의 행태에 대한 설명 영역을 의지하의 행태 뿐만 

아니라 의지의 통제하에 있지 못한 행태영역, 동기적 요인 뿐만 아니라 비동기

적 요인도 고려하였다(지연옥, 1993: 16).

  계획행태이론(Ajzen, 1985, 1991)은 인간의 사회적 행태를 이해하고 예측하

는데 관심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행태에 영향을 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

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인간행태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을 행태에 대한 의

도와 행태통제인식의 두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행태통제인식은 흥미 있는 

행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수단과 기회가 있는가, 혹은 없는가’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Ajzen & Madden, 1986: 457). 행태통제인식은 개인이 갖는 

행태통제에 관한 현출신념 또는 행태를 수행하는데 있어 인지적 용이성이나 장

애요인으로부터 발생된다고 가정한다. 계획행태이론에서는 행태의도와 행태통

제인식이 행태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합리적 행위이론에는 행태통제인식 부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의 

문제, 여성의 직업의식 관련, 가족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합리적 행위이

론 모형이 적용된 바 있다(Ajzen & Fishbein, 1980: 97). 계획행태이론은 합리

적 행위이론보다 확장 발전된 단계로서 다른 산업 ‧ 조직 심리학적 접근과는 

달리 일반적인 인간의 행태에 관한 이론이다. 또한 행정지도의 영향요인에 대

한 주제하에 주요 변수들 즉,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을 포함하고 있

고, 실제 적용에 있어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유의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오랫동안 성공적인 검증결과를 보여주어 합리적 행위이론

과 함께 경영정보학 분야(Lee, 1998: 350)에서 많은 적용가능성을 보여 주었

다.

  행태통제인식이 실제행태를 예측하는데 직접적인 결정요인이라는 이론적 근

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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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행태를 수행하려는 의도 수준이 일정할 때 행태를 수행하기 위한 행태

과정 확대노력은 행태통제인식을 증가시킨다(Ajzen & Madden, 1986: 456).

  둘째, 행태통제인식은 실제 행태의 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대체변수로 이용된

다(Schifter & Ajzen, 1985; Ajzen & Madden, 1986). 행태통제인식 측정을 실

제 행태조절 측정에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행태통제에 대한 지각수준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

     2. 계획행태이론의 구성변수

  계획행태이론은 인간행태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

제인식과 같은 행태의도와 행태를 결정짓는 선행인자들을 다룬다. 본 이론에서 

행태는 행태와 관련된 두드러진 정보(salient information), 혹은 신념

(belief)15)의 함수라고 가정한다(Miller, 1956). 신념은 어떤 행태에 대한 결

과나 수반되는 속성에 대한 정보로 각 개인에게 미리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특

히 그 중에서도 개인의 의도와 행태를 압도적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의 묶

음을 현출신념(salient beliefs)이라고 한다(Ajzen, 1991: 191). 계획행태이론

에서는 세 가지의 현출신념이 구별되고 있다. 즉 행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적 신념(behavioral beliefs),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s), 그리고 행태통제

(behavioral control)인식의 기초를 제공하는 통제적 신념(control beliefs)이

다.

15) North는 지식을 전달 가능한 지식(communicable knowledge)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으로 분류

한다. 전자는 행위자 간에 전달이 가능한 지식을 말하며 후자는 행위자가 오직 경험에 의하여만 습득이 

가능하거나 그 일부분만을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North, 1990). 지식이 형성되고 축적되면 이

를 바탕으로 인식구조 혹은 신념체계가 형성되고 이는 행위자들의 환경인식과 제도인식에 대한 학습의 

기초가 된다. 신념체계는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설명하며 해석하는 체계이다. 신념체계는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 제도가 제공하는 행위규칙과 규범을 해석하고 이를 통하여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태하여야 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결국 행위자들은 학습의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행태 유인을 결정하

게 된다고 볼 수 있다(유동운,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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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 . . 행태에 행태에 행태에 행태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태도태도태도태도(attitude (attitude (attitude (attitude toward toward toward toward the the the the behavior)behavior)behavior)behavior)

  Fishbein과 Ajzen(1975)은 행태에 대한 태도의 정의를 한 개인이 어떠한 행

태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긍정적), ‘나쁜 것인지’(부정적), 그리고 

그 행태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판단을 의미하며 어떤 

주어진 상징물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양태로 일관성 있게 반응토록 

하는 학습된 요인이다(Fishbein & Ajzen, 1975: 6). 만일 다른 모든 조건이 동

일하다면 행태에 대한 태도에 호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행태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커질 것이다. 태도는 자신을 포함하는 사람,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

고 일반적인 평가(Michael, R. Solomon, 1999: 141)로 인간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16)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문화, 가족, 동료집

단 등이 있다(Costello & Zalkind, 1963: 260-263).

  태도는 행태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태도는 행태를 하기 바로 전

에 행하게 되는 행태의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태도만이 유일한 행태의도의 

결정요인은 아니다. 그 결정요인에는 주관적 규범과 행태통제인식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태의 궁극적인 결정요인은 태도적 신념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규범적 신념, 그리고 통제적 신념이다. Fishbein과 Ajzen은 

‘신념은 인지적(이상, 이념)인데 반하여, 태도는 감정적(느낌, 정서)인 점’

을 기준으로 신념과 태도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한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 어떠한 대

상에 대해 많은 수의 신념을 갖지만, 보통 5개에서 9개의 신념에 주목하고 있

다. 계획행태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신념을 현출신념이라고 하는데, 이는 태도

를 즉각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로 본다. 현출신념이란 특정시점, 특정 여건에서 

활성화되는 신념들을 말하는 것으로 측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형성하거

나 결정짓는다(임종원외, 1998: 198-199). 현출신념은 변하기 쉽고 새로운 신

념에 의해 강화 또는 약화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16) 즉, 태도는 일정한 대상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방식으로 반응, 응답하는 후천

적으로 학습된 성향으로 정의한다(Katz, 1960: 1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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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출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행태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행태신념과 평가결과의 강도에 따른 결과이

다. 태도적 신념은 어떠한 행태가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관적 개연

성이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식2>와 같이 어떤 행동의 수행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믿음(bi)과 그 특정한 결과의 바람직스러움에 대한 평가

(ei)의 곱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n n n n 

                                                                                            태도태도태도태도(AB) (AB) (AB) (AB) = = = = ∑∑∑∑bbbbi i i i ‧‧‧‧    eeeeiiii                ‥‥‥‥‥‥‥‥‥‥‥‥‥‥‥‥‥‥‥‥    <<<<식식식식2>2>2>2>

                                                                                                                                        iiii=1=1=1=1

                                나나나나. . . .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규범규범규범규범(subjective (subjective (subjective (subjective norms)norms)norms)norms)

  주관적 규범은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믿는 정도, 관련 준거집단 혹은 준거인이 자신의 행태를 어느 정도 지지 혹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신념을 규범적 신념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인들이 자신의 행태수행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태수행을 촉진시키는 주관적 규범을 지니게 될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준거인들이 자신의 행태수행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행태의 수행을 회피하도록 하는 주관적 규범을 지니게 될 것

이다.

  주관적 규범은 누가 그 행태에 대한 관계자(referents)들로 인식되는가의 규

범적 신념(bi)과 그들에게 전반적으로 따르려는 정도, 즉 순응동기(mci)와의 

곱의 합에 직접 비례한다(Ajzen & Madden, 1986: 453-474). 규범적 신념과 주

관적 규범간의 관계는 <식3>과 같다.

                                                                                                                                      nnnn

                                주관적규범주관적규범주관적규범주관적규범(SN) (SN) (SN) (SN) = = = = ∑∑∑∑bbbbi i i i ‧‧‧‧    mcmcmcmci  i  i  i      ‥‥‥‥‥‥‥‥‥‥‥‥‥‥‥‥‥‥‥‥    <<<<식식식식3>3>3>3>

                                                                                                                                            iiii=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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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행태이론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 주관적 규범

이 호의적일수록 그 행태를 수행하려는 의도는 강해지고 행태가 발생할 가능성

이 커지게 된다. 주관적 규범은 행태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준거인이나 준거집단에 대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예상과 이들 예상

을 따르려는 개인의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집단은 소비자 

개인의 행태에 내재화되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특정

한 행태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상황에 따라 개인의 태도요인보다 더 강하게 행

태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수준도 이

에 순응하려는 순응동기가 미약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작아질 수 

밖에 없다. 주관적 규범이 형성되는 형태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준거집단이 무엇을 해야 한다든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에

게 직접 이야기하고 그것을 개인이 받아들이는 경우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

우이다.

  둘째, 개인이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준거인 또는 준거집단의 기대를 추

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 등이다.

                                

                                다다다다. . . . 행태통제인식행태통제인식행태통제인식행태통제인식(perceived (perceived (perceived (perceived behavioral behavioral behavioral behavioral control)control)control)control)

  합리적 행위이론의 주요 가정은 행태가 행위자의 의지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즉, 개인은 그 행태를 수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자신의 의지

로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shbein과 Ajzen(1975)은 대부분 인간의 행태

는 ‘의지적 행태’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많은 행태

들이 종종 행위자의 통제를 넘어선 요인들에 의존하게 된다(Warshaw & Davis, 

1985)고 제안하고 합리적 행위이론으로는 목표지향적 행태를 예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heppard, Hartwick & Warshaw, 1988). 따라서 불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행태를 예언할 때 행태통제 관련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행태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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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그 행태를 수행하려는 개인의 동기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능력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Ajzen(1985)은 합리적 행위이론에 행태

통제력에 관한 요소를 첨가시킨 계획행태이론을 제안함으로써 이론의 범위를 

목표지향적 행태까지 확장시키게 되었다. 행태통제인식은 계획행태이론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행태통제인식은 관심있는 행태수행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에 

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태통제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는 물론 

과거의 경험도 반영한다. 행태통제인식은 궁극적으로 통제적신념 또는 행태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 자원, 그리고 기회의 적용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 갖는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Ajzen, 1991).

  최근 행태통제인식의 견해는 Bandura(1977, 1982)의 인지된 업무구조와 가장 

일치되는 점이 많다. 인지된 업무구조란 기대되는 상황을 위해 요구되는 행태 

수행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다. 행태통제인식의 

개념은 Badnura(1977, 1982)의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Bandura에 

의하면, 개인의 행태는 행태통제인식에 의해서 그 행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영향을 받는다. 업무구조 신념은 행태선택과 행태를 위

한 준비, 행태수행 노력, 사고행태와 감정적 방응에 영향은 끼친다(Bandura, 

1982, 1991).

  행태통제인식은 두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시간, 자료, 노력과 

같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뜻하는 상황여건

(Triandis, 1979)과 둘째는, 어떤 행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에 대한 인식정도를 반영하는 업무구조이다(Bandura, 1977, 1982).

  태도적 신념과 규범적 신념은 각각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마찬가지로 수단과 기회에 관한 신념도 계획행태이론에서 중요한 요

인이다. 이러한 ‘통제적 신념’은 특정한 행태를 가진 개인의 과거 경험에 기

초를 둔다.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인 정보, 친구 ‧ 동료들의 경험, 특히 행태를 

수행하는데 인지적 장애요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간혹 영향을 받는다(Ajzen, 1988). 행태통제인식에서는 이러한 통제적 신념

(cbi)과 인지력(pfi)을 곱함수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는 <식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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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nn

                    행태통제인식행태통제인식행태통제인식행태통제인식(PBC)= (PBC)= (PBC)= (PBC)= ∑∑∑∑cbcbcbcbiiii    ‧‧‧‧    pfpfpfpfiiii            ‥‥‥‥‥‥‥‥‥‥‥‥‥‥‥‥    <<<<식식식식4>4>4>4>

                                                                                                                                            iiii=1=1=1=1

  

행태통제인식은 본인의 능력, 기회, 환경자원이 풍부하다고 느끼고, 행태수행

에 대한 장애가 적다고 인지할수록, 목표행태에 대한 행태통제인식은 더 커진

다.

  행태통제인식은 행태 예측에 있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행태의도에 대해 동기적 의미를 지닌다. 즉, 어떤 행태를 수행할 자원

과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사 그 행태에 대해 유의한 태도를 지

니고 있고 타인들이 그 행태의 수행을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행태에 대한 행태

의도를 형성하지 않을 수 있다(Ajzen & Madden, 1986). 이 경우, 행태통제인식

은 행태의도를 통하여 행태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행태통제인식은 행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Ajzen(1987)에 의

하면, 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행태통제인식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실제 

통제력을 반영해 줄 때만 발생한다. 즉 행태통제인식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정

확성으로 실제 통제력을 반영해 준다면 행태의도와는 독립적으로 행태수행을 

예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행태통제인식은 행태의도와 상호작용하며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즉, 

행태가 발생하기 위해선 행태를 수행하고자 하는 행태의도와 그 행태의 수행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신념 모두가 필요하다(Ajzen et al., 1986). 결국 행

태통제인식은 행태에 대해 직 ‧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행태에 관한 행

태통제인식의 직접적인 영향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 될 때 기대할 수 있다

(Ajzen, 1988). 먼저 행태는 행위자의 완전한 의지통제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 

완전한 의지통제하에 있다면 합리적 행위이론으로 행태를 예측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태통제에 관한 행위자의 인지는 행태수행에 대해 그가 실

제로 지니고 있는 통제력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어야 한다.

  계획행태이론에 의하면, 행태수행은 행태의도와 행태통제인식의 함수이다. 



- 46 -

행태수행의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행태의도와 행태통제인식의 측정은 예측되는 행태에 일치하거나 양립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행태의도와 행태통제인식은 특정 관심행동과 관련되어 

평가되어야 하며, 특정행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둘째, 행태통제인식으로부터 행태예측은 행태통제인식이 실제행태를 반영하

는 범위로 개선되어야 한다. 행태예측시 행태의도와 행태통제인식의 상대적 중

요성은 여러 상황과 행태에 따라 변한다.

                                라라라라. . . . 의도의도의도의도(intention)(intention)(intention)(intention)

  의도란 개인의 예기된 혹은 미래의 행태를 뜻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의도는 

보다 정확하게는 ‘주어진 행태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주어진 행태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

태의도가 클수록 실제로 그 행태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의도는 의도 자체로

서 측정되는 것이지만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의 강도에 비례하는 것

이기도 한다. 즉,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의 강도에 따라 그 행태에 

대한 강한 행태의도가 생긴다.

  계획행태이론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행태와 개인의 관심정도에 의존한다. 마찬가지로 행태의 직접적인 예측요인(예

를 들면 의도, 행태통제인식 등)으로서 상대적 가중치 또한 행태와 상황에 따

라 다양하다. 이러한 관계는 <식5>와 같다.

의도 의도 의도 의도 = = = = WWWW1111    + + + + WWWW2222    + + + + WWWW3    3    3    3    ‥‥‥‥‥‥‥‥‥‥‥‥‥‥‥‥‥‥‥‥    <<<<식식식식5>5>5>5>

        

        W1 : 태도

        W2 : 주관적 규범

        W3 : 행태통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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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요인

들에 대한 검토는 가능한한 의도의 변화를 억제하고 기대된 의도를 재조정하여 

설명할 수 있는 예측수정에 의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의도는 시간에 의해 변화한다. 행태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신념은 

긍정적인 측면 이상으로 실제 행태수행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진다(Ajzen, 

1985). 개인은 목표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충돌되는 문

제에 직면했을 때 일상적인 습관에 의해 반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실제 

행태수행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친숙한 행태로 다시 돌아간다. 따라서 

친숙한 행태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행태수행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 이러한 의도변화는 흡연과 음주와 같은 습관적인 행태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둘째, 의도의 변화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어나기 보다는 다른 요인

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들은 내적 또는 외적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은 의도와 행

태의 상관관계를 낮게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태도적 신념과 주관적 신념, 통

제적 신념은 개별 행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의해 구별할 수 있

다. 이러한 변화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의도를 변화시킨다. 의도 평가시기와 실제 행태 관찰시기 사이의 시간이 길어

질수록 행태예측에 결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 의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변화전에 평가

된 의도와 행태사이의 상관관계가 낮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계획행태이론의 구성요소인 행태는 형태의도와 행태통제인식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행태의도는 행태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

고 행태통제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

타내면 <식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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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태 행태 행태 행태 = = = = WWWW4 4 4 4 + + + + WWWW5555                ‥‥‥‥‥‥‥‥‥‥‥‥‥‥‥‥‥‥‥‥    <<<<식식식식6>6>6>6>

       

       W4 : 행태의도

       W5 : 행태통제인식

  

  Fishbein과 Ajzen(1975)은 외부변수(external variables)의 효과를 설명하였

다. 그들은 합리적 행위이론 모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추가적 변수들이 태도

적 ‧ 규범적 요소들 중의 하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태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적 가중치로 인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Fishbein & Ajzen, 1980: 8-9). 즉, 외부변수들을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

이 계획행태이론을 다른 접근법들과 차별화 시키고 다른 모형들에 비해 모형구

조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변수와 행태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될 수 있다. 외부변수는 행태와 관련된 특별한 신념, 하나 이상

의 신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세기, 그리고 똑같은 결과의 평가 등에서 다르

게 된다. 유사한 측면에서 관계는 규범적 구성요인의 결정요인들에 의하여 조

절될 수 있다. 즉, 외부변수는 행태와 관련한 특별한 지시대상, 주어진 지시대

상물에 원인을 제공하는 규범적 신념들, 그리고 주어진 지시대상물에 순응하려

는 동기 등에서 차이를 낳게 한다(Fishbein & Ajzen, 1980: 9). 또한 외부변수

는 행태의도를 결정하는 두가지 구성요인들의 상대적 가중치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외부변수들은 이러한 신념들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

이며, 궁극적으로는 행태에 관한 이해를 넓힌다(Fishbein & Ajzen, 1980: 

8-9).

  이와 같은 계획행태이론의 결정요인들을 바탕으로 한 계획행태이론의 구조적 

모형은 <그림 2-2>과 같다. 계획행태이론에서 이들 예측요인들은 행태의도와 

행태를 충분히 설명하는 요인들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은 주어진 모

든 활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태의도 예측시 태도와 주관적 규범, 행태

통제인식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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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행정지도행태의 영향요인

     1.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요인들을 앞에서 살펴본 

Ajzen의 계획행태이론에 근거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행정

지도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행정지도행태의 영향요인을 

Ajzen의 계획행태이론모형인 태도적 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적 신념의 세 가

지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 영향요인은 행정지도가 정책집행의 일부분이기 때문

에 정책집행의 영향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행정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의 바람직한 영향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간의 상호작

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동안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

적 ․ 사실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다양

하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를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틀이나 일관된 모형

은 연구자의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정책집행연구에 관한 시각은 우선 대립되는 두 가지의 입장인 하향적 접근방

법과 상향적 접근방법 그리고 이를 종합하려는 제3세대의 접근방법과 양자의 

접근방법을 상황에 따른 전략수단으로 보고자 하는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요인들의 내용은 연구자의 관점과 성향에 따라 매우 다양

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구결과들이 연구자들 상호간에 서로 

이용되지도 않아서 연구성과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한정하고 있기에 상향식 

접근방법과 상황적응적 접근방법 17) 그리고 제3세대 접근방법에서 제시된 변

17)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은 하향식 정책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정책집행의 요인변수들을 일부 수용하고 있

다. 즉 중앙기관에서 결정된 집행내용, 방법, 절차, 자원 등을 사전에 정책지침 속에 규정되어 있는 것

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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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을 중심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하향적 접근방법을 표방하는 학자들은 

보다 분석적이고 비교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변수들을 찾아내어 

이를 하나의 완전한 분석들로 구성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집행에 미치

는 영향요인에 관한 보다 분명하고도 가장 풍성한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로는 Larson의 연구(1980), 그리고 Sabatier의 연

구(1986)등을 들 수 있다. 상향식 접근방법에서는 하향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집행활동이란 문제의 상황에 대응하여 항상 일어나며, 여기에는 현장에서 업무

를 담당하는 일선관료와 정책관료집단의 행태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

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로는 Lipsky(1970, 1976, 1980)의 연구, Berman

(1978)의 연구, Elmore(1978)의 연구, Hjern과 Porter(1981)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상향식 접근방법은 실제적인 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집행과정의 인과관

계를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및 민간 프로그램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를 분석해 낼 수 있으며, 집행관료와 대상집단간의 전략적 상호관계에 대해서

도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

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 일선관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

면 정책결정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집행의 거시적 틀(집행의 제도적 구조, 집

행자원의 배분,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정책결정권자의 공식적 권한 등 일선 

집행관료의 행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경시한다. 다음으로, 공

식적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지 않아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

워진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선거직 공

무원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위배된다. 위에서 논의한 

상향식 접근방법의 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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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2-2> 2-2> 2-2> 2-2> 상향식 상향식 상향식 상향식 접근방법의 접근방법의 접근방법의 접근방법의 정책집행 정책집행 정책집행 정책집행 영향요인영향요인영향요인영향요인

자료 : Alexander. E. R., "From Idea to Action, Notes for a Contingency Theory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dministration & Society, Vol. 16,    

       No.4(Feb., 1985), pp.405-41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의 입장을 제시하는 학자들로는 Berman의 연구(1980), 

Alexander(1985)의 연구, Ingram의 연구(1977), Thompson의 연구(1982)등을 들 

수 있다.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에서의 사실상 정책의 결과는 집행전략과 제약조

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정자는 상황조건에 따라 집행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학   자 정책내용변수 집행조직(담당자)변수
환경 및 맥락적 

변      수
문제관련변수

C.E. Lindblom
 1.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

 1.충분한 자원

 2.인적능력

 3.유인

R.F.Elmore

 1.일선관료

  -지식,문제해결능력

 2.유인체계

 3.집행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간의 협상관계

 4.재정적인 지원

R.T.Nakamura

&

F. Smallwood

 1.조직구조와 관료적 규범

  -표준운영절차

  -관료규범

 2.자원

  -인적자원, 자금

 3.집행자의 성향

 1.인물

  -정책결정자,공식

적집행자,중간매개이

익집단,수혜자,대중

매체평가자

M.S.Grindle  1.정책의 유형  1.의사결정의 위치

 1.집행관련자

 -권력,이해관계,

  순응성

 -정치제도 및 

  체계의 특성

 1.요구되는 대상집

단의 행태변화 정도

 2.제공하는 편익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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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제3세대 집행연구는 특히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

향적 접근방법을 종합할 수 있는 정책집행모형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 결과 이

들은 지금까지의 많은 집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변수들을 종합하려는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들면 Sabatier(1986)의 연구, 

Goggin등 (1990)의 연구, Winter(1990)의 연구 등이 있다.

  제3세대 종합적 입장에서 정책집행 영향요인을 학자별로 요약하면 <표 2-3>

과 같다.   

                                        <<<<표 표 표 표 2-3> 2-3> 2-3> 2-3> 제제제제3333세대 세대 세대 세대 종합적 종합적 종합적 종합적 입장에서의 입장에서의 입장에서의 입장에서의 정책집행 정책집행 정책집행 정책집행 영향요인          영향요인          영향요인          영향요인          

자료 : Alexander. E. R.,"ibid".                                     

학  자 정책내용변수 집행조직(담당자)변수 환경 및 맥락적 변수 문제관련변수

P.A.Sabatier

 1.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일관성

 2.타당성 있는 

  인과이론과 정책

  수단

 1.의욕적이고 능력있는

   집행자

 1.순응확보를 위한 수단

 2.이익집단과 정책결정  

  자의 지지

 3.사회‧경제적조건

M.L Goggin

등

 1.정책내용

 -신뢰성.명료성,

  일관성,반복성,

  수용성

 1.자원

 2.사업내용

 -신뢰성,명료성,일관성,

  반복성,수용성

 3.조직의 구조적 능력

 -참여 조직의수

 -인력,예산

 1.조직의 생태적능력

 -재원,정치적환경

 -환경적능력‧대중매체의  

  관심‧문제의 현저성

 2.정책내용(사업내용)의  

  전달자

 -신뢰성

 3.옹호집단 또는 옹호자

S.Winter

 1.정책형성

 -참여자들간의 

  갈등

 -타당한 인과이론

 -상징적 정책

 -주의집중

 1.조직내 및 조직상호간

  집행행태

 -조정활동

 -이해관계

 -유인체계

 -집행과정의 구조화 범위

 2.일선관료의 행태

 -정보제한

 -단순하고 전례가 있는

  구조화된 업무 선호

 -고객의 범주화

 1.사회‧경제적인 조건

 1.대상집단의 

   행태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

 -대상집단의 

  규모

 -대상집단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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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행정지도 영향요인으로서 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접근방법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들 영향요인들을 Ajzen의 계획행태이론모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적 신념으로서 Sabatier(1986)는 이익집단과 정책결정자의 지지, 

사회 ․ 경제적 조건 등을 제시하고, Winter(1990)는 참여자들간의 갈등, 구조

화된 업무선호, 고객의 범주화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태도적 신념의 변수로 

사회적 공익성과 개인적 업무달성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업

무성격상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고객관계를 포함시

키고자 한다.

  둘째, 규범적 신념으로서 Nakamura & Smallwood(1980)는 조직구조와 관료적 

규범으로서 표준운영절차와 관료규범을 제시하고, Winter(1990)는 조직내 및 

조직상호간 집행형태로서 조정활동, 이해관계, 유인체계, 집행과정의 구조화 

범위등을 변수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규범적 신념의 변수로 외적 규범적 신념

과 내적 규범적 신념, 그리고 조직풍토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통제적 신념으로서 예산, 인력, 재량권 등의 상황여건과 업무구조, 곤

란성 등 변수를 제시하였다(Lindblom, 1980: Elmore, 1979 : Goggin,1986). 이

들 세 개의 신념을 요인집단으로 하여 Ajzen의 계획행태이론모형에 적용하였으

며,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삼았다.18)

     2. 태도적 신념

  태도적 신념19)의 요인들은 주어진 상징물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18) 본 분석모형에서는 연구목적과 설문조사시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변수의 본질을 손상 시키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기존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변수의 수와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Kaplan(1992: 377-387)은 사

회현상의 설명을 위한 변수선정시 이루고자하는 욕망과 연구의 생동을 위해 주관적 가치개입의 불가피

성을 역설한 바 있다.

19) Fishbein과 Ajzen(1975)은 이러한 신념들을 ‘행태적 신념(behavioral beliefs)'이라 불렀다. 본 연구

에서는 ‘행태적 통제신념(behavioral control beliefs)'과 분명히 구별하기 위하여 ‘태도적 신념

(attitudinal beliefs)'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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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로 반응토록 하는 학습된 요인이다.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개념 모형에서

는 태도적 신념은 3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이는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

성, 개인적 업무달성이다. 이 세 요인은 태도와 행태에 일관성 있는 영향을 미

친다.

  고객관계는 행정지도 수행시에 고객에 대한 이익과 고객요구에 대한 만족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지도로 인해 고객의 이익과 고객요구에 대한 만족

감은 행정지도행태를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 

태도는 고객의 이익과 만족감이 증가할수록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 사회

적 공익성은 경찰공무원이 능동적인 행정지도행태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공익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사회적 공익성이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사

회적인 공익실현성이 높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때 경찰공무원의 능동

적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도 더 호의적이다. 개인적 업무달성의 요인은  경찰공

무원의 행정지도 수행으로 인한 개인적인 업무성취감과 업무수행에 따른 이익

으로 행정지도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3. 규범적 신념

  Fishbein과 Ajzen(1975)은 규범적 신념이 주관적 규범의 결정요인으로 보았

다. 그러나,주관적 규범과 규범적 신념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실 

Fishbein과 Ajzen(1975)은 규범적 신념이 일반적으로 준거집단보다는 구체적인 

개인과 관련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규범적 신념은 주관적 규범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Fishbein & Ajzen, 1975: 73). 규범적 신념은 ‘자신에게 중

요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인적 지각’으

로 정의하는 주관적 규범과 매우 유사하다(Ajzen & Fishbein, 1980: 7).

  능동적 행정지도와 관련된 행태를 수행할 때 자신의 내적규범, 사회적 영향

과 동료, 이웃, 가족과 같은 외적 영향들이 주관적 규범의 중요인자라고 가정

한다. 내적 규범적 신념은 개인의 외부에서 비롯한 행태의 유인책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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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유능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욕구’자체를 지칭한다. 내적 규범

적 신념은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성향인 태도보다는 단계적이고 단편적인 상

태이다. 일반적으로 내적 ‧ 외적 준거 집단이 경찰공무원에게 능동적 행정지도

를 원할 경우, 개인의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과 능동적 행정지도의 행

태의도는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의 규범적 신념으로 조직풍토를 결정요인으로 

볼 수 있다. 조직풍토의 요인은 조직구성원 또는 사회에 이익이 있다라는 조직

의 분위기와 조직간 원활한 협조 분위기에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어떻게 행정지

도를 수행할 것인가를 믿게 하는 생각의 정도를 말한다.

     4. 통제적 신념

  통제적 신념은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태통제인식의 근본이다.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각각 행태적 신념과 규범적 신념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계획행태이론에 의하면, 통제적 신념은 특정의 신념에 대한 기본적인 

두가지 신념으로 발전한다. 두 가지 신념이란, 첫째로는 체계 신념(system 

beliefs) 즉 특정 자원이나 기회의 유무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둘째로는 개

인의 효능을 말하는 능력 신념(power beliefs) 즉 행태를 금지하거나 촉진시키

기 위한 특정 통제요인의 능력을 말한다(Ajzen, 1991).

  통제적 신념은 상황여건, 업무구조와 곤란성 등 행태통제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신념들로 본다. 상황여건은 객관적인 조건들이 행태를 촉진하거나 억제한다

면 행태가 발생하거나 행태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몇 가지의 판단이나 

관찰자들이 행태를 하기 쉽게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요인들이다. 능

동적 행정지도행태의 맥락에서 보면 행정지도 수행시 예산정도, 인력정도, 재

량권의 정도 등은 상황요인들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상황여건은 행태가 개인의 생활방식과 양립한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은 행태

를 증진시키거나 방해하는 요인과 행태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이용가능

성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상황여건이라고 명명하였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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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조건이 같다면, 상황여건이 불충분하면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는 매우 소극

적인 것이다.

  업무구조는 행태통제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그 개념은 객

관적, 현실적 관점에서의 목표달성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

관적으로 판단한 행태의 목표달성 가능성을 의미한다. 업무구조는 행태의 선

택, 그 행태를 위한 준비, 기울일 노력, 사고방식 등에 영향을 미친 때문에 태

도와 행동의 예측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업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는 업무방법의 쇄신성이나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객지향

적인 방향이 확립되어 있을 경우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대해서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곤란성의 요인은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위한 실천이 귀찮고 복잡해서 어렵

다고 인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곤란성은 행태통제인식에 영향

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곤란성이 낮을 때 능동적 행정지도 행태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이다.

  요약하면 계획행태이론에 근거한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개념모형은 능

동적 행정지도행태를 행태의도와 행태통제인식의 함수라고 제안한다. 행태의도

는 또한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는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의 함수이

고, 주관적 규범은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의 함수이

다. 그리고 행태통제인식은 상황여건과 업무구조, 곤란성의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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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설  계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양

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여 경찰공무원들이 고객지향적인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능동적인 행정지도행태를 활성화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언급한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경찰

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행정지도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로 나누어 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료에 대한 행정지도의 영향요인 연구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매우 다양하

게 전개되었다. 행정지도 영향요인에 대한 행태의 다변수 모형이 제안되어 왔

지만 어떤 연구도 변수들을 하나의 틀안으로 통합하지 못하였고, 또한 일반적

으로 이런 연구는 튼튼한 이론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에 한정하고 있기에 상향식 

접근방법과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이런 변수

들을 세 가지 요인집단으로 분류하여 계획행태이론(TPB)을 바탕으로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가설은 선호(preferences)의 매개변수로 행정지도에 대

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이 행태의도에 동등한 영향을 미치고 이 

매개변수를 통하여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

리고 이들 각각의 매개변수가 의도(intention)에 미치는 인과모형분석을 목적

으로 하기 때문에 매개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본

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태이론을 근거로 한 연

구모형을 개발하여 태도적 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적 신념의 각 변수들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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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적 신념을 구성하는 변수들을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들로 본다.

  둘째, 규범적 신념을 구성하는 변수들로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

념, 조직풍토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들로 

본다.

  셋째, 통제적 신념을 구성하는 변수들로 상황여건, 업무구조, 곤란성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행태통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들로 본다.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행태통제인식과 능동적 행정지도행

태 사이의 매개변수로 행태의도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행태의도는 행정

지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행태통제인식에 대한 지각을 높게 할수록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는 태도적 신념에 의하여 결정되고, 주관적 규범은 규

범적 신념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행태통제인식은 통제적 신념에 의하여 결정

된다.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행태의도는 능동적 행정지도의 실제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행태통제인식

도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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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 3-1> 3-1> 3-1>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모 모 모 모 형형형형

          

신  념

(beliefs)

선  호

(preferences)

의 도

(intention)

행 태

(behavior)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 직 풍 토

상 황 여 건

업 무 구 조

곤  란  성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 관 적

규    범

행태통제

인    식

행 태

의 도

능 동 적

행정지도

행    태

고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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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정

립한 연구모형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모형에 나타난 변수들이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각 구성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와 연구가설은 <표 3-1>과 같다.

     1.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행정지도의 행태의도에 대한 성공적인 결정요인으로 경찰공무원의 태도 변수

의 중요성을 계획행태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그것에 대한 일련의 행태 또는 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도의 구성요소인 신념(인지적 요소)과 태도(감정적 요소)는 상호관계

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신념과 태도는 각각 행태의지(행태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관계로 조직되어 있다(Fishbein & Ajzen, 1975: 496).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에는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

성, 개인적 업무달성 등이 있다. 고객관계란 경찰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지도

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이익과 만족감의 실현을 말한다. 사회적 공익성이란 

경찰공무원이 능동적 행정지도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인 공익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 업무달성은 능동적 행정지도를 수행

함으로써 개인의 업무성취감과 업무실적에 따른 이익의 정도를 의미한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고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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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 행정지도로 인한 고객관계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행정지도로 인한 사회적 공익성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행정지도로 인한 개인적 업무달성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Fishbein과 Ajzen의 합리적 행위이론모형에서 특정의 준거

인물이 내가 그 행태를 하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특정의 준거

인물에 순응하려는 동기를 포함한다(Fishbein & Ajzen, 1975: 301~302).

  주관적 규범을 구성하는 변수들에는 내적 규범적 신념과 외적 규범적 신념 

등이 있다. 내적 규범적 신념은 자주적으로 유능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욕구’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개인 스스로 행정지도에 대한 인식을 가

지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소들은 감각, 주의, 동기, 지각, 기억, 감정 등이 있다. 감정은 

사회구성원이 어떤 대상에 대해 보이는 반응으로서 방향성(호의적/비호의적)과 

강도(수준)에 있어 다르게 나타나며, 강렬한 정서로부터 느낌, 무드에 이르는 

여러 형태를 포괄한다. 그 밖의 요소들 즉 감각, 주의, 동기, 지각, 기억 등은 

총괄적으로 인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회구성원들의 지식구조와 정신적 과정

을 일컫는다(임종원 외, 1998: 23).                  

  외적 규범적 신념은 사회적 영향과 동료와 이웃, 가족과 같은 외적 영향들이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변수이다. 경찰공무원

의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문화, 사

회계층, 가족, 생활방식, 구전, 준거집단 상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모

든 인간은 반드시 한 가정의 구성원이므로 가족의 영향이 직접 ‧ 간접으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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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조직풍토는 경찰공무원이 행정지도 

수행시 조직구성원 또는 사회의 이익이 있다라는 조직의 분위기와 조직간 원할

한 협조의 정도 등을 말한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고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행정지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

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내적 규범적 신념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주관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외적 규범적 신념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주관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조직풍토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주관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행태통제인식

  행태통제인식은 특정 행태의 용이함이나 어려움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자신이 과거에 그 행태를 했을 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해서 들려 준 정보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결

과물로서 각 개인에게 형성된 현출신념이 통제적 신념이다.

  행태통제인식의 구성 변수에는 상황여건, 업무구조, 곤란성 등이 있다. 업무

구조는 자신이 그 행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판

단을 위해서는 그 행태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적절한 자원과 기회가 있

는가를 고려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미리 어떠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또 행

태의 선택, 그 행태를 위한 준비, 기울일 노력, 사고방식 등에 영향을 끼치는 

등 태도와 행태의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한편 상황여건은 행태를 함

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의 구비에 대한 인식으로서 행태를 하고 안하고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곤란성은 경찰공무원이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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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복잡하고 어렵고 귀찮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고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행정지도에 대한 행태통제인

식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7.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상황여건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통제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업무구조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통제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곤란성이 높을수록 행정지도의 

         행태통제인식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행태의도 

  행태의도는 행태를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가로서 행태와 거의 동일한 의미

로 쓰이고 있다. 행정지도의 행태의도는 행태의도 그 자체로서 측정되는 것이

지만,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의 강도에 비례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의 강도

에 따라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한 행태의도가 생기게 된다

는 것이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고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행정지도의 행태의도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0.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행정지도로 인한 주관적 규범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행정지도로 인한 행태통제인식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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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행태에 대한 신념과 감정은 구체적인 행태에 대한 지식과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평가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다. 즉 행위자가 어떤 행태에 대한 지식

(신념)을 갖게 되면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러한 자신의 판단과 함

께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 행태에 대한 태도형성에 영향

을 주고 또 이것은 행태로 연결된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고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3.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행태의도의 변화는 행정지도

          행태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행태통제인식의 변화는 행정지도

          행태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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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1> 3-1> 3-1> 3-1>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가 가 가 가 설설설설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가설가설가설가설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1
행정지도로 인한 고객관계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행정지도로 인한 사회적 공익성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행정지도로 인한 개인적 업무달성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 관 적

규    범

4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내적 규범적 신념의 변화는 행정지도

의 주관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외적 규범적 신념의 변화는 행정지도

의 주관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조직풍토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주관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  태

통  제

인  식

7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상황여건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통제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8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업무구조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통제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9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곤란성이 높을수록 행정지도의 행태통

제인식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  태

의  도

10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행정지도로 인한 주관적 규범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행정지도로 인한 행태통제인식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능 동 적

행정지도

행    태

13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행태의도의 변화는 행정지도 

행태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행태통제인식의의 변화는  

행정지도행태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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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변수의 조작화와 척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이상에서 제시한 모형과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구성개념과 변

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연구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한다. 조작적 정의는 추

상적 구성개념이나 변수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활동이나 조작을 상세하게 기술

함으로써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Kerlinger, 1986: 28~29). 다시 말

해서, 조작적 정의는 개념을 측정하거나 실험변수를 조작할 때에 연구자의 활

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편 설문문항은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선행연구와 예비조사를 통

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문항만으로 구성하였다.

                                가가가가. . . . 고객관계고객관계고객관계고객관계

  고객관계는 경찰공무원들이 행정지도 수행시 행정지도 대상과의 관계에서 고

객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고객관계는 행정지도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즐거움과 보람이 결

합되어 있다. 따라서 내적인 동기에 의해 행정지도행태가 만족감을 주면 만족

감이라는 보상에 의해 행정지도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일관

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된다. 고객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지도시 고객에 대한 이익여부 둘째, 고객이익에 따른 적극적 행정지

도 여부 셋째, 행정지도시 고객요구에 대한 만족감 여부 등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의 ‘강한 부정’에서 5

점의 ‘강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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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나나나나. . . .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공익성공익성공익성공익성

  사회적 공익성은 경찰공무원이 행정지도를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공익

실현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공익실현은 행정지도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부

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지도행태를 하게 함으로써 행정지도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태도와 행동을 하게한다. 사회적 공익성

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행정지도 행태로 

인한 사회의 공익실현여부 둘째, 사회의 공익실현여부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

도 수행여부 셋째,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여부 넷째, 사회문제해결의 도

움에 따른 행정지도행태의 의지정도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에

게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 하는지를 1점의 ‘강한 부정’에서 5점의 ‘강

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를 하도록 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계하여 평

균을 구하였다.

                                다다다다. . . .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업무달성업무달성업무달성업무달성

  개인적 업무달성은 경찰공무원이 행정지도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업무실적

에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 업무달성의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행정지도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적 업무성취감 여부 둘째, 개

인적 업무성취감에 따른 행정지도의 적극적 수행여부 셋째, 개인적 업무실적의 

이익에 따른 행정지도의 수행 여부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에

게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 하는지를 1점의 ‘강한 부정’에서 5점의 ‘강

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를 하도록 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계하여 평

균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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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 . . 내적 내적 내적 내적 규범적 규범적 규범적 규범적 신념신념신념신념

  내적 규범적 신념은 개인의 외부에서 비롯된 행태의 유인책이 아닌, 자주적

으로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하려는 욕구가 그 중심이다. 외부적인 압력에 의

해 동기가 생겨서 행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능동적 행

정지도행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규범적 신념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항

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지도 수행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신념 

둘째, 적극적인 행정지도는 조직과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 등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의 ‘강

한 부정’에서 5점의 ‘강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

에 대한 응답치를 합계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마마마마. . . . 외적 외적 외적 외적 규범적 규범적 규범적 규범적 신념신념신념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은 사회적 영향과 친구, 이웃, 가족과 같은 외적 영향들이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변수이다. 외적 

규범적 신념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동

료들이 행위 주체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해 사고하는 정도 둘째, 자신의 상관

들이 행위 주체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해 사고하는 정도 셋째, 자신의 가족들

이 행위 주체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해 사고하는 정도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 하는지를 1점의 ‘강한 부

정’에서 5점의 ‘강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를 하도록 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계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바바바바. . . . 조직풍토조직풍토조직풍토조직풍토

  조직풍토는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조직의 분위기는 경찰공

무원이 행정지도에 대해 사고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조직풍토에 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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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지도 수행시 조직 구성원 또는 사회의 

이익이 있다는 조직의 분위기 여부 둘째, 행정지도 수행시 조직간 원할한 협조

에 따른 분위기 정도, 셋째, 행정지도시 조직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른 구성원

들의 자발적 의지여부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항

목에 얼마나 동의 하는지를 1점의 ‘강한 부정’에서 5점의 ‘강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를 하도록 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계하여 평균을 구하였

다.

                                사사사사. . . . 상황여건상황여건상황여건상황여건

  상황여건은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의 구비에 

대한 인식으로서 능동적 행정지도를 하고 안하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

다. 상황여건은 시간, 돈, 노력 등의 자원에 관한 이용가용성(availability)을 

의미한다. 상황여건에 속하는 내용으로는 예산, 인력, 재량권 등이 있다. 상황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지도를 수행함에 있

어 예산정도 둘째, 행정지도를 수행할 인력정도 셋째, 행정지도를 수행할 때 

재량권정도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항목에 얼마

나 동의하는지를 1점의 ‘강한 부정’에서 5점의 ‘강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

를 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계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아아아아. . . . 업무구조   업무구조   업무구조   업무구조   

  업무구조는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일컫는다(손정락, 1995: 

562). 업무구조는 자기에게 주어진 행태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확신

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이 행정지도를 했을 때 그 행태가 전제한 결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인식의 정도이다. 업무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지도에 관한 업무방법의 쇄신성 정도 둘

째, 행정지도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 정도 셋째, 행정지도에 대한 자신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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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정도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의 ‘강한 부정’에서 5점의 ‘강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계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자자자자. . . . 곤란성곤란성곤란성곤란성

  곤란성은 행정지도 수행을 위한 실천방법, 절차 등이 복잡해서 실천하기 어

렵다고 인지되는 정도를 말한다. 곤란성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어려움의 정도 둘째, 귀찮음의 정도 셋째, 행정지도 내용의 복

잡함 정도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의 ‘강한 부정’에서 5점의 ‘강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계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차차차차. . . . 행정지도에 행정지도에 행정지도에 행정지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태도태도태도태도

  태도는 대상, 실체 또는 개인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적 견해나 

신념을 말한다(손정락, 1995: 562). 즉, 능동적인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를 말한다. 태도는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일반 개

개인의 태도를 말한다. 태도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Fishbein. M & Ajzen. 

I., 1975: 368~381). 따라서 능동적인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태도가 행태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제안된다.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구체적

인 측정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지도 수행시 가치 있는지의 정도 

둘째, 행정지도시 바람직한 일인지의 정도 셋째, 행정지도 수행시 고객을 인식

하고 행정지도행태를 위한 태도의 적극성 여부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의 ‘강한 부정’에서 5

점의 ‘강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계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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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카카. . . .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규범   규범   규범   규범   

 

  주관적 규범은 행위자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능동적인 행정지도행태의 행

태와 관련되어 어떠한 기대를 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거기에 부응하려는 동기

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한규석, 1997: 178). 즉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

들이 자신의 행정지도행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관한 기대를 뜻한다. 주

관적 규범은 특정의 준거 인물이 내가 그 행태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신

념과 조직구성원 자신이 그에게 순응하려는 동기를 측정하는 변수이다. 주관적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노력정도 둘째,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행정지도행태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의 인식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응

답자들에게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 하는지를 1점의 ‘강한 부정’에서 5점

의 ‘강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를 하도록 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계

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타타타타. . . . 행태통제인식행태통제인식행태통제인식행태통제인식

  

  행태통제인식은 통제적 신념과 인지된 능력으로 결정된다. 통제적 신념은 행

태수행의 장애와 행태수행을 위한 자원의 여부에 관계되고, 인지된 능력은 행

태의 촉진이나 억제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나 자원의 통제능력과 관계된다. 즉, 

행태통제인식은 본인이 생각하는 행태의 용이성과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이다.

  행태통제인식은 행정지도 수행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에 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태통제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는 물론 과거의 경험을 반영하

는 변수이다. 어떠한 행태를 수행하는 데에 특정의 능력이나 자원, 기술, 또는 

기회등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것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 그 행태를 하는데 행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다(한규석, 1997: 178~179). 행태통제인식에 대한 구체적

인 측정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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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주체성여부 둘째,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완전한 통

제권의 여부 셋째,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 의지여부 등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 하는지를 1점의 

‘강한 부정’에서 5점의 ‘강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를 하도록 하여 각 항목

에 대한 응답치를 합계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파파파파. . . . 행태의도행태의도행태의도행태의도

  행태의도는 능동적인 행정지도행태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주어진 행태를 하

는데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지를 측정하는 변수이다. 행태의도

는 실제행태와 가장 근접한 영향요인으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된다(Ajzen, 1991). 행태의도는 행태와 연결된다(Fishbein 

& Ajzen, 1975: 368~381). 합리적 행위이론(TRA)과 계획행태이론(TPB)의 중심

적인 개념은 행태의도라 할 수 있다. 행태의도는 행태에 대한 태도, 사회규범

에 대한 인식, 행태통제인식에 영향을 받으며 행태의 선행요인으로 의도를 통

해 행태를 예측할 수 있다. 행태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자신의 노력정도 둘째, 향후 행정지도 

수행시 고객지향적 여부 셋째, 향후 행정지도 수행시 적극적 자세의 여부 넷

째, 향후 바람직한 행정지도를 위한 자신과 조직 구성원간의 협조에 대한 노력

정도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 

하는지를 1점의 ‘강한 부정’에서 5점의 ‘강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를 하도

록 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계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하하하하. . . . 능동적 능동적 능동적 능동적 행정지도행태행정지도행태행정지도행태행정지도행태

  능동적인 행정지도행태는 경찰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발

적이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이다. 능

동적인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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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동안 행정지도행태의 정도 둘째, 최근 한달 동안 고객지향적인 행정지도 여

부 셋째, 최근 한달 동안 행정지도 수행시 적극적 자세의 여부 넷째, 최근 한

달 동안 행정지도에 대한 조직 구성원간의 협조 여부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였다.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 하는지를 1점의 ‘강한 부정’

에서 5점의 ‘강한 긍정’의 척도에 표시를 하도록 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

치를 합계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지금까지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따른 측정지표를 살펴보았다. 측정 설문지는 

연구목적과 연구자를 명시한 표지에 설문을 무기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솔직

하고 가감 없는 응답을 촉구하는 표현을 첨부하였다. 설문지는 경찰공무원의 

능동적인 행정지도행태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지각의 정도를 중점적으로 

묻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즉, 능동적인 행정지도행태, 행정지도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상황여건, 업무구

조, 곤란성 및 성별, 근무년수, 계급, 학력, 근무부서 등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합하여 총 5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애매하지 않으며,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단일 항목 

보다 다항목이 측정 대상의 인식에 대한 무작위 오차를 줄이고 측정의 신뢰도

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각 변수의 측정항목을 다항목으로 설계하였다(Tett & 

Meyer, 1993: 260).20) 특히 본 연구처럼 심리측정에 관한 구성개념을 자기보

고 형식으로 측정할 경우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항목 측정이 훨씬 우월하

다는 점은 심리측정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사실이다(Nunnally, 1978: 243).

20)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다항목이 측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Nunnally, 1978: 243~245). 한편 

단일항목 측정이 중요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연구의 속성상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적

절하다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Wanous et al., 1997: 247~252). 유사한 측면에서 다항목 측

정에서 우월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연구를 예로 들면서 상황에 따라 단일 항목 측정이 더 우수하

다는 주장도 있다(Gardner et al. 1998: 9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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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측정지표를 부록의 설문지를 구성하여 5점 척도 및 명목척도롤 구

성하였다. SPSS 12.0을 활용하여 초기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 t-test

와 분산분석을 통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본 연구의 변수 평균간 분산의 동질

성 검증, F검증,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최종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합산평균값을 구하고,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행요인들과 행

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그리고 능동적인 

행정지도 행태의 인과성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4.0을 사용하였

다.

  <표 3-2>는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측정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 구성을 나타

낸 것이다. <표 3-2>와 같이 설문지 구성의 ｢I ~ ⅪV｣까지는 가설변수의 조작

적 정의에 따른 설문항목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항목으로 측정한 

결과의 산출평균 값으로 산정하였다. 1점은 질문에 대한 강한 부정의 수준이

고, 5점은 질문에 대한 강한 긍정의 수준으로 응답치의 평균이 높을수록 여러 

변수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량을 산출하

여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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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2> 3-2> 3-2> 3-2> 설문지의 설문지의 설문지의 설문지의 구성구성구성구성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측    측    측    측    정    정    정    정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척도척도척도척도

 Ⅰ. 고 객 관 계

 ➀ 행정지도시 고객에 대한 이익여부  

 ➁ 고객이익 여부에 따른 적극적 행정지도 여부

 ➂ 행정지도시 고객요구에 대한 만족여부

5점

척도

 Ⅱ. 사회적 공익성

 ➀ 자신의 행정지도행태로 인한 사회적인 공익여부

 ➁ 사회적인 공익여부에 따른 적극적 행정지도 

    수행여부

 ➂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여부

 ➃ 사회적 문제해결 여부에 따른 행정지도행태의 

    의지정도

 Ⅲ. 개인적 업무달성

 ➀ 행정지도에 대한 개인적 업무성취감 여부

 ➁ 개인적 업무 성취감에 따른 행정지도의 적극적 

    수행여부

 ➂ 개인적 업무실적의 이익에 따른 행정지도 수행여부

 Ⅳ. 행정지도에 대한 

    태 도

 ➀ 행정지도 수행시 가치 있는지의 정도

 ➁ 행정지도시 바람직한 일인자의 정도

 ➂ 행정지도 수행시 고객을 인식하고 행정지도행태를

    위한 태도의 적극성 여부

 Ⅴ.외적 규범적 신념

 ➀ 자신의 동료들이 행위 주체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해 사고하는 정도                 

 ➁ 자신의 상관들이 행위주체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해 사고하는 정도

 ➂ 자신의 가족들이 행위주체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해 사고하는 정도

 Ⅵ.내적 규범적 신념

 ➀ 행정지도 수행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신념

 ➁ 적극적인 행정지도는 조직과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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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측    측    측    측    정    정    정    정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척도척도척도척도

 Ⅶ. 조직풍토

 ➀ 행정지도 수행시 조직 구성원 또는 사회의 이익이   

     있다는 조직의 분위기 여부

 ➁ 행정지도 수행시 조직간 협조여부

 ➂ 행정지도시 조직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른

    구성원의 자발적 의지 여부

5점

척도

 Ⅷ. 주관적 규범

 ➀ 자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노력정도

 ➁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행정지도 

    행태를 위한 인식정도

 Ⅸ. 상황여건

 ➀ 행정지도 수행함에 있어 예산정도

 ➁ 행정지도 수행 할 인력정도

 ➂ 행정지도 수행할 때 재량권 정도

 Ⅹ. 업무구조

 ➀ 행정지도에 관한 업무방법의 쇄신성 정도

 ➁ 행정지도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 정도

 ➂ 행정지도에 대한 자신의 직무만족도 정도

 Ⅺ. 곤 란 성

 ➀ 행정지도의 어려움 정도

 ➁ 행정지도 수행의 귀찮음 정도

 ➂ 행정지도 내용의 복잡함 정도

 Ⅻ. 행태통제인식

 ➀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주체성 여부

 ➁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의 여부

 ➂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 의지여부

 XⅢ. 행태의도

 ➀ 향후 행정지도 행태에 대한 자신의 노력정도

 ➁ 향후 행정지도 수행시 고객지향적 여부

 ➂ 향후 행정지도 수행시 적극적 자세의 여부

 ➃ 향후 바람직한 행정지도를 위한 자신과 

    조직구성원간의 협조에 대한 노력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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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측    측    측    측    정    정    정    정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척도척도척도척도

ⅪV.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➀ 최근 한달동안 행정지도행태의 정도

 ➁ 최근 한달동안 고객지향적인 행정지도 여부

 ➂ 최근 한달동안 행정지도 수행시 적극적 자세의 여부

 ➃최근 한달동안 행정지도에 대한 조직구성원간의 

   협조여부

5점

척도

ⅩV. 행정지도 형태

 ➀ 관할내의 행정지도 횟수

 ➁ 행정지도 횟수의 여부

 ➂ 행정지도가 행정지도 대상자들의 반발감에 대한 

    감소여부

 ➃ 행정지도로 인한 손실과 이익의 정도

 ➄ 행정지도 효과여부

 ➅ 행정지도 방법여부

 ➆ 행정지도 분야여부

ⅩVI. 응답자 특성

 ➀ 성별                     ➁ 근무년수

 ➂ 계급                     ➃ 근무지

 ➄ 학력                     ➅ 근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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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  증  분  석

          제 1 절 표본의 특성과 행정지도 형태  

     1. 표본의 추출

  본 연구에서는 가설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하여 ‘SPSS 12.0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상관분석과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을 통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의 검증에 앞서 타당도를 확인하고 각각의 요인별로 분류

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

성개념의 내용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능동적 행정지도 

행태와 관련한 56개의 문항을 개발한 뒤 이를 다차원적으로 수정하여 3회에 걸

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예비조사21)는 80부의 설문지를 광주광역시

의 4개구에 있는 지구대에 각각 20부씩 배포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요인들을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설문

을 재구성한 다음 다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재구성된 설문지를 광주광역시 경우에는 북부경찰

서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4개구의 지구대 그리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함평경찰서와 순창경찰서를 선정하였다. 표본의 추출방법은 할당표본

추출(quota sampling)과 편의표본 추출(judgement sampling)을 병행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하여 배포한 설문지 총 400부 중 

21) 예비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설문문항의 의미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문항을 구성하여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자료수집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하여 설문대상집단과 유사한 

소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데 있다. 대개 25-75개의 표본을 가지고 실시하는 예비조사는 

설문항목의 내용, 형식, 양식, 표현, 배치순서 등을 점검하여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경우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필요하다(Converse & Presser, 1986 :pp.54-65). 또한 예비조사의 가치는 설문

항목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는데 있으며, 전문적 판단이나 지적활동의 어떠한 것도 예비조사를 완벽하

게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조사는 꼭 필요하다(McDaniel & Gates, 1995: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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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설문지 총 357부를 일부 문항의 응답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분석에 이용

하였다.

  본조사를 통한 설문결과로 분석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표 4-4>와 같

이 Cronbach ⍺값의 산출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다른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

석을 통한 표본의 특성조사, 기술통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의 측정을 통한 

전체 표본의 변수들에 대한 인식수준 평가, t-test 및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통한 Pearson 상관계수의 산출로 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이

상의 분석들은 연구모형 및 가설의 검증 과정에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AMOS 4.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의 해석에 기초로 활용되

었다.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서 도출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설문응답과 357명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의 357명 가운데 남성이 324명으로 90.8%, 여성은 

30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남성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것은 아마도 경찰업무의 특성상 남성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본다.

  학력별에 있어서는 고졸이 81명으로 22.7%, 대졸이상이 273명으로 76.5%을 

나타냈다. 학력별 결과는 대졸이상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나타내고 있

다.

  계급별 특성은 순경이 36명으로 10.1%을 나타내고, 경장은 177명으로 49.6%, 

경사는 103명으로 28.9%, 경위이상은 38명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다. 계급별 

결과는 경장과 경사계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근무년수는 3년이하가 21명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4~6년

은 57명으로 16.0%, 7~10년은 119명으로 33.3%를 나타내고 있고 11년이상은 

157명으로 44.0%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별 결과는 7~10년과 11년이상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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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들의 근무지별 분포를 보면 경찰서는 203명으로 56.9%를 차지하고 있

고, 지구대는 151명으로 42.3%로 나타났다. 근무지별 결과는 경찰서에서 근무

하는 경찰공무원이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보다 더 많은 분포를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근무기능별 분포를 보면 경무는 36명으로 10.1%, 방범은 126명으

로 35.3%, 교통은 64명으로 17.9%, 정보 ‧ 보안은 28명으로 7.8%, 수사는 50명

으로 14.0%, 기타 경비, 외사, 감사등은 15명으로 4.2%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자의 근무기능별 결과는 방범과 교통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나

타났다.

   

                 <<<<표 표 표 표 4-1> 4-1> 4-1> 4-1> 표본의 표본의 표본의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인구통계학적 인구통계학적 인구통계학적 특성특성특성특성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빈 빈 빈 빈 도도도도((((명명명명)))) 비 비 비 비 율율율율(%)(%)(%)(%)

성     별

남     성

여     성

   324

    30

  90.8

   8.4

계    354   99.2

 결측값      3    0.8

학     력

고     졸

대졸이상

    81

   273

  22.7

  76.5

계    354   99.2

 결측값      3    0.8

계     급

순     경

경     장

경     사

경위이상

    36

   177

   103

    38

  10.1

  49.6

  28.9

  10.6

계    354   99.2

 결측값      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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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지도 형태

  본 연구의 분석에서 도출된 행정지도의 형태는 <표 4-2>와 같이 나타났다. 

설문응답자 357명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 횟수별 분포를 보면 년1회 미만이 60명으로 16.8%, 

년1회~12회는 109명으로 30.5%, 월2회~10회는 118명으로 33.1% 월 11회~30회는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빈 빈 빈 빈 도도도도((((명명명명))))  비 비 비 비 율율율율(%)(%)(%)(%)

근무년수

3년이하

4 - 6년

7 - 10년

11년이상

    21

    57

   119

   157

   5.9

  16.0

  33.3

  44.0

계    354   99.2

 결측값      3    0.8

근 무 지

경 찰 서

지 구 대

   203

   151

  56.9

  42.3

계    354   99.2

 결측값      3    0.8

근무기능

경     무

방     범

교     통

정 보 / 보안

수     사

기     타

    36

   126

    64

    28

    50

    15

  10.1

  35.3

  17.9

   7.8

  14.0

   4.2

계    319   89.4

결측값     3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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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명으로 12.3%, 월31회 이상은 22명으로 6.2%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행

정지도 횟수별 결과는 년1회~12회와 월2회~10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행정지도 방법의 분포를 보면 대상(자)지 방문 ‧ 구술지도는 200

명으로 56.0%, 대상(자)지에 공문발송은 95명으로 26.6%, 대상(자)지에 단체지

도 활동은 24명으로 6.7%, 교육장등 기타장소로 소집후 지도방법은 23명으로 

6.4%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행정지도방법은 대상(자)지 방문 및 구술지

도방법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행정지도가 많이 행해지는 분야별 분포는 치안유지가 42명으로 

11.8%, 대인서비스 및 홍보가 90명으로 15.2%, 교통질서는 184명으로 51.5%, 

수사 및 경비는 41명으로 11.5%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지도 분야는 교통질서

가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행정지도 효과성에 대한 분포는 전혀없다가 20명으로 0.6%, 없다

는 32명으로 9.0%, 보통이다는 190명으로 53.2%, 많다는 121명으로 33.9%, 매

우많다는 12명으로 3.4%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지도 효과성에 대한 응답자들

의 분포는 보통이다와 많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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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2> 4-2> 4-2> 4-2>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의 형태형태형태형태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빈 빈 빈 빈 도도도도((((명명명명) ) ) ) 비 비 비 비 율율율율(%)(%)(%)(%)

행정지도횟수

년 1회 미만

년 1회 - 12회

월2회 - 10회

월11회 - 30회

월 31회 이상

   60

  109

  118 

   44

   22

 16.8

 30.5

 33.1

 12.3

  6.2

계   353  98.9

결측값     4   1.1

행정지도방법

대상(자)지 방문, 구술지도

대상(자)지에 공문발송

대상(자)지에 단체지도 활동

교육장등 기타장소로 소집후 지도 

  200

   95 

   24

   23

 56.0

 26.6

  6.7

  6.4

계   342  95.8

결측값    15   4.2

행정지도가

많이 행해지는 

분  야

치 안 유 지

대민서비스 및 홍보

교 통 질 서

수사 및 경비

   42

   90

  184

   41

 11.8

 25.2

 51.5

 11.5

계   357 100.0

결측값    0.0   0.0

행정지도효과성

전혀없다

없    다

보통이다

많    다

매우많다

   2

  32

 190

 121

  12

  0.6

  9.0

 53.2

 33.9

  3.4

계  357 100.0

결측값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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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측정도구의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당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타당도 분석을 먼저 수행하였다.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확증적 요인분석과

정을 통하여 높였으며, 축소된 요인의 신뢰성을 신뢰도 분석으로 제고시켰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된 측정항목을 변수에 따라 합산 평균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1.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로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요인분석22)에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증적 요인분석이 있는데 예비

조사의 결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일련의 연구의 변수들을 확인하였

고 설문을 재구성한 후 다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 

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증적 요인분석은 사전에 관련된 문헌 

고찰 등을 통해서 모집단의 성격을 파악하여 요인들을 추출해 내기는 하지만 

분석의 초점은 추출해 낸 요인들이 과연 원래의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가에 

쏠리는 것이다(채서일, 1995: 558).

  본 연구의 타당도 측정을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확증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

는데 이를 위해 SPSS의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추출의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고유값(eigen value)을 기준으로 하였다. 고유값은 요인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값이 1이라는 것은 하나의 요인이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23) 요인 적재값의 유의성 기

22) 요인분석의 목적은 변수들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적은 수의 요인들을 산출하는데 있다. 확증적 요

인분석은 데이터가 이미 설정한 분석모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수렴(convergent) 타당성

과 판별(discriminant)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하나의 요인 내에 묶여진 

측정항목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각 요인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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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24)은 보통 0.3이상이면 유의하지만 보수적으로는 0.4이상이어야 한다. 그리

고 0.5이상일 경우에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본다.

  요인분석은 문항들을 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하여 14개의 요인을 확인

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

재값을 산출하여 <표 4-3>과 같이 행렬로 표시하였다.

23) 일반적으로 아이겐 값을 1이상인 요인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설정하는데, 이는 각 요인이 적어도 변수 

하나 정도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거에 기초하고 있다. 항목이 20개에서 50개 범위일 때 

아이겐 값을 기준으로 선정한 경우 가장 신뢰할 만하다. 20개 이하인 경우 너무 적은 수의 요인이 추출

되는 경향이 있으나 50개 이산인 경우일지라도 적절한 수의 요인이 추출된다(Hair, Jr et al., 1998: 

103-104). 요인을 분산을 기준으로 추출할 경우 사회과학에서 총분산의 60%정도를 설명해 주는 요인까

지 상정한다(채서일, 1995: 561).

24) 요인 적재값의 유의성 기준은 표본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의수준 p < 0.05에서 표본수

가 50개일 때 적재값이 0.75이상, 100개일 때 0.55이상, 150개일 때 0.45이상, 200개일때 0.40 이상, 

250개일 때 0.35이상, 그리고 350개일 때 0.30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100개 

이상은 되어야 하며 가장 낮은 적재값은 0.30이상이 될 때 유의한 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Hair, Jr 

et al., 1998: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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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3> 4-3> 4-3> 4-3> 측정항목의 측정항목의 측정항목의 측정항목의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적재값 적재값 적재값 적재값 행렬행렬행렬행렬

    요       요       요       요       인인인인 요 요 요 요 인 인 인 인 값값값값
고 고 고 고 유 유 유 유 값값값값

(eigen (eigen (eigen (eigen value)value)value)value)
설 설 설 설 명 명 명 명 비 비 비 비 율율율율

 1. 고객관계

V1 .826

1.747 58.229V2 .799

V3 .654

 2. 사 회 적 

    공 익 성

V4 .853

1.456 72.812
V5 .853

V6 .780

V7 .737

 3. 개인적

    업무달성

V8 .780

1.996 39.914V9 .751

V10 .447

 4. 내적 규범적

    신념

V11 .842
1.663 55.436

V12 .817

 5. 외적 규범적

    신념

V13 .536

1.277 42.553V14 .699

V15 .678

 6. 조직풍토

V16 .572

2.056 51.403V17 .896

V18 .918

 7. 상황여건

V19 .789

1.694 68.342V20 .840

V21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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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        요        요        인인인인 요 요 요 요 인 인 인 인 값값값값
고 고 고 고 유 유 유 유 값값값값

(eigen (eigen (eigen (eigen value)value)value)value)
설 설 설 설 명 명 명 명 비 비 비 비 율율율율

 8. 업무구조

V22 .884.

1.536 56.367V23 .813

V24 .795

 9. 곤 란 성

V25 .593

1.462 47.847V26 .741

V27 .754

 10.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V28 .846

1.651 55.034V29 .834

V30 .490

 11. 주관적 규범
V31 .874

1.528 76.397
V32 .874

 12. 행태통제인식

V33 .747

1.914 47.861V34 .703

V35 .662

 13.행태의도

V36 .751

2.678 53.562
V37 .756

V38 .757

V39 .770

 14.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V40 .825

1.992 66.393
V41 .636

V42 .812

V43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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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뢰도 분석

  신뢰도(degree of confidence)란 동일한 대상(목적물)이나 현상에 대해 같거

나 유사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이 나오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측정항목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낸다(남궁근, 

1999: 326).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 개념을 다항목으로 측정한 

변수들로서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

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상황여건, 업무구조, 곤란성, 행정지도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및 능동적인 행정지도행태의 변수에 대한 신뢰

도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방법은 항목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근거한 신뢰도 측정방법인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계수에 의

한 신뢰도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Cronbach ⍺값은 상관계수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0에서 1까지의 값

을 갖는다.25) 바람직한 Cronbach ⍺계수 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0.6이상이

면 측정문항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Nunnally & Bernstein. 

1994: 251-255), 

  신뢰도 분석결과 <표 4-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업무구조, 

곤란성,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및 능동

적 행정지도행태는 측정항목의 Cronbach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변수들의 측정을 위해 구성하는 항목들은 신뢰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각 

측정항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구성개념을 측정하

25) ⍺계수의 기준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탐색적 연구에서는 0.5-0.6 정도의 신뢰도 이면 충분하

되, 기초연구에서는 0.7이상의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탐색연구는 문헌조사, 경험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를 규명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기초연구에서는 순수한 학문 발전을 위한 연

구로써 기본적으로 가설검정의 성격이 짙다(Nunnally, 1978: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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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3개의 항목들을 SPSS를 이용한 요인분석결과, 요인적재값이 0.4이상인 43

개 항목을 선정하여 모형을 단순화 하였으며, 신뢰성 분석에도 이를 확인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둘째, 이들 측정항목을 변수별로 평균값을 구하였다. 셋째, 

각 변수의 평균을 가지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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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4> 4-4> 4-4> 4-4> 신뢰도 신뢰도 신뢰도 신뢰도 분석분석분석분석    

   (a):항목간 평균 공분산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 값도 음수이다

변  변  변  변  수  수  수  수  명명명명 항목수항목수항목수항목수
Cronbach Cronbach Cronbach Cronbach 

AlphaAlphaAlphaAlpha

항목제거시 항목제거시 항목제거시 항목제거시 Cronbach Cronbach Cronbach Cronbach Alpha Alpha Alpha Alpha 계수계수계수계수

제거문항제거문항제거문항제거문항

➀➀➀➀ ➁➁➁➁ ➂➂➂➂ ➃➃➃➃
고 객 관 계 3 .632  .429 .491 .671 없음

사회적 공익성 4 .626 .631 .563 .594 .682 없음

개인적 업무달성 3 .611 .580 .594 .483 없음

내적 규범적 신념 2 .624 .689 .488 없음

외적 규범적 신념 3 .618 .490 .519 .606 없음

조직풍토 3 .670 .523 .566 .636 없음

상황여건 3 .657 .587 .629 .521 없음

업무구조 3 .642 .689 .591 .610 없음

곤 란 성 3 .687 .(a) .(a) .(a) 없음

행정지도에 대한

태    도
3 .640 .590 .536 .696 없음

주관적 규범 2 .690 .(a) .(a) 없음

행태통제인식 3 .633 .525 .587 .584 없음

행 태 의 도 4 .775 .725 .726 .764 .684 없음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4 .745 .672 .555 .738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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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특성별 차이분석

     1. 단일 변수의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에 대한 측정항목의 기술통계량은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분포특성을 보면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

은 왜도(Sk.)가 평균을 중심으로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관

측값들이 양(+)의 값의 경우에는 왼쪽에 모여 있어서 오른쪽으로 늘어뜨린 꼬

리표를 가지고 있고, 음(-)의 값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모여 있어서 왼쪽으로 

늘어뜨린 꼬리표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측값들이 좌우로 늘어뜨린 

모양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왜도를 통하여 관측값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가를 살펴보면, 왜도에 대하여 자료의 분포가 완전한 정규분포일 때는 Sk = 0

이 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아주 드문 일이다. 실제 자료에서는 

정규분포로 간주하여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규분포로 간주되는 Sk의 

정확한 값은 단정할 수 없고 대체로 ‘0’에 가까우면 정규분포로 다룰 수 있

다고 한다. 그렇지만 Sk > +1.0 이거나 Sk > -1.0일 때는 정규분포로 보지 않

는 것이라고 한다(김호정, 1998: 107~108). 이와 같은 전제에 의하여 <표 4-5>

에서 나타난 합산평균의 분포특성을 보면 ‘곤란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

의 왜도가 평균을 중심으로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관측값들이 주로 오른

쪽에 모여 있어서 왼쪽으로 늘어뜨린 꼬리모양의 분포를 가진다. 그리고 ‘곤

란성’즉, 행정지도행태의 절차, 방법등의 복잡성,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에서

는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왜도가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곤란성’, 

‘외적 규범적 신념’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중간수준의 3점이상으로써 응답

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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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5> 4-5> 4-5> 4-5> 변수의 변수의 변수의 변수의 기술통계량 기술통계량 기술통계량 기술통계량 분석분석분석분석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측   측   측   측   정   정   정   정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왜  왜  왜  왜  도도도도

고객관계

➀ 행정지도시 고객에 대한 이익 여부

➁ 고객이익여부에 따른 적극적 

   행정지도 여부

➂ 행정지도시 고객요구에 대한 만족여부

 3.68

 3.82

 3.06

 .723

 .728

 .675

 -.916

 .151

 

-.377

합   산   평   균 3.852  .584 -.461

사 회 적

공 익 성

➀ 자신의 행정지도행태로 인한 

   사회적 공익여부

➁ 사회적인 공익여부에 따른 적극적 

   행정지도 수행여부

➂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여부

➃ 사회적 문제해결에 따른 행정지도 

   수행의지 정도

 3.63

 3.56

2.339

2.79

 .724

 

.745

.691

.708

-1.015

 -528

.567

.129

합   산   평   균  3.59 .6266 -.606

개 인 적

업무달성

➀ 행정지도에 대한 개인적 업무성취감   

    여부

➁ 개인적 업무성취감에 따른 행정지도의

   적극적 수행여부

➂ 개인적 업무실적의 이익에 따른 

   행정지도 여부

 3.68

 

3.83

 3.38

  .692

 .793

 .688

-.083

-.139

 .490

합   산   평   균 3.605  .446 -.347

내적 규범적

신    념

➀ 행정지도 수행시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신념

➁ 적극적인 행정지도는 조직과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

 

3.30

 3.41

 .711

 .697

-.648

-.552

합    산   평   균 3.135  .535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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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변     변     변     수수수수 측   측   측   측   정   정   정   정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왜   왜   왜   왜   도도도도

외적 규범적

신   념

➀ 자신의 동료들이 행위주체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해 사고하는 정도

➁ 자신의 상관들이 행위주체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해 사고하는 정도

➂ 자신의 가족들이 행위주체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해 사고하는 정도

 2.71

 2.86

 2.42

.769

 .684

 .712

.319

-.139

-.127

합   산   평   균 2.672  .437 -.304

조직풍토

➀ 행정지도 수행시 조직 또는 사회에 

   이익이 있다는 조직분위기

➁ 행정지도시 조직간 원할한 협조여부

➂ 행정지도시 규정이나 방침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의지여부

 3.78

 3.12

 3.63

 

 .762

. 

 .782

 .684

 

-.402

-.528

-.349

합   산   평   균 3.528  .593 -.436

상황여건

➀ 행정지도 수행함에 따른 예산정도 

➁ 행정지도를 수행할 인력정도   

➂ 행정지도를 수행할 때 재량권 정도

3.38

3.75

 3.09

 .688

 .655

 .755

-.399

-.792

-.314

합   산   평   균 3.609  .583 -.163

업무구조

➀ 행정지도시 업무방법의 쇄신성 정도 

➁ 행정지도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 정도

➂ 행정지도에 대한 자신의 직무만족도  

   정도

 2.60

2.67

3.41

 .712

 .787

.693

.150

-.071

-.971

합    산   평   균 3.934  .537 -.479

곤 란 성

➀ 행정지도의 어려움 정도     

➁ 행정지도 수행의 귀찮음 정도  

➂ 행정지도 내용의 복잡함 정도    

 1.68

 1.82

 2.06

.623

.628

.675

.914

 .151

 .375

합   산   평   균 1.846 .514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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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변     변     변     수수수수 측   측   측   측   정   정   정   정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왜  왜  왜  왜  도도도도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➀ 가치있는지의 정도

➁ 바람직한 일인지의 정도

➂ 행정지도 수행시 고객을 인식하고

   행정지도행태를 위한 태도의 적극성 여부

 3.595

3.580

3.65

.768

.904

.686

-.399

-.463

-.575

합   산   평   균 3.863 .397 -.457

주관적 규범

➀ 자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노력정도

➁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행정지도행태   

   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의 인식정도

 3.59

 3.48

 

.644

.683

-.708

-.966

합   산   평   균 3.535 .579 -.832

행태통제인식

➀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주체성 여부

➁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의 여부

➂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

   의지여부

3.53

3.58

2.53

.731

.635

.768

-.905

-.033

.244

합   산   평   균 3.123 .514 -.535

행 태 의 도

➀ 향후 행정지도행태를 위한 자신의 노력정도

➁ 향후 행정지도 수행시 적극적 자세여부

➂ 향후 행정지도시 고객지향적 여부

➃ 향후 바람직한 행정지도를 위한 자신과

   조직구성원간의 협조에 대한 노력정도

3.82

3.83

3.81

3.92

.530

.517

.668

.562

-1.419

-.953

-1.760

-.601

합   산   평   균 3.863 .397 -.457

능 동 적

행정지도

행    태

➀ 최근 한달동안 행정지도행태의 정도

➁ 최근 한달동안 행정지도 수행시 적극적 

   자세여부

➂ 최근 한달동안 행정지도시 고객지향적 여부

➃ 최근 한달동안 행정지도에 대한 조직구성  

   원간의 협조여부

3.70

3.92

3.64

3.41

.629

.683

.715

.680

-.280

-.347

-.425

-.500

합   산   평   균 3.584 .549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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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성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하여 성별, 근무년수, 계급, 근

무지, 학력, 근무기능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t-test와 분산분석(ANOVA)

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산분석26)은 독립변수의 차이가 종속변수의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려는 것으로써 독립변수의 각 집단이 세 개 이상이며, 종속변수가 등간척도 이

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한지

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 분산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각각 

하나씩 일때 사용하는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독립변수가 두 개인 이원분산분석, 

그리고 여러개인 다원분산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t 값 또는 F 값이 충분히 

큰 경우 그 차이는 표본변동 때문이 아니라 실제의 차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값이 클수록 집단간의 평균차이가 두드러진다. F 검증은 세 집단 이상

의 집단내 분산에 대한 집단간의 분산의 비율인 F 값이 임계치 이상으로 크거

나 F 값의 p 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을 경우에 집단들간에 평균차이가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27) 유의수준이 0.05보다 적으면 5%의 유의수준에서 집단간의 평

균이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력, 근무지를 비교할 때는 t-test를 사용하였으며, 

26) t-test와 분산분석은 등간 ‧ 비율척도로 측정된 종속변수와 명목 ‧ 서열척도로 측정된 독립변수간의 관

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독립변수의 명목 ‧ 서열척도가 2개일 때는 t-test 또는 Z-test를 3개 이상일 

때는 분산분석을 하게된다. Z-test는 case가 30개 이상일 때 실시하지만 모집단의 분산을 알 수 있어야 

하는 한편 t-test는 표본의 크기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t-test로 대체한다. 일반적으로 표본이 30개 이

상이 되면 중심극한정리에 따라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t-test와 Z-test의 분석결과는 동일

하다(채서일, 1995: 438).

27) 유의수준(singnificance level)이란 가설검증에서 용납될 수 있는 오류의 정도 혹은 가설검증이 오류

를 범할 확률로써 구간추정에서 사용하는 신뢰수준과 같다. 임계치(critical value)란 유의수준 ⍺하에

서 기각 가능 영역과 기각 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점을 의미하며, 유의수준 0.05에서 절대값 

기준 임계치가 1.96이상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p 값(P-value)이란 검증통계량

을 Z 값이나 t 값으로 전환시킨 다음, 이 값을 근거로 귀무가설을 기각시켰을 때 범할 수 있는 오류의 

정도 혹은 이 값의 절대치보다 더 큰 것이 나올 가능성을 말하며, 그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으면 귀

무가설을 기각시키고, ⍺이상이면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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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년수, 계급, 근무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때는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가가가가. . . . 성별 성별 성별 성별 차이분석차이분석차이분석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고객관계, 사회적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상황여건, 업무구조, 곤란성,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및 행정지도행태의 변수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4-6>은 성별차이분석에 대한 t-test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행태통제인

식, 행태의도, 행정지도행태등의 변수에 있어서 성별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

었다. 행태통제인식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3.2503이

고, 여성의 경우는 2.8417이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행태통제인식을 t-test한 

결과 통계량의 t 값이 3.213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이 0.003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간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행태통제인식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행태의도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보면, 남성의 경우는 3.88이고 여성의 경우

는 3.6800이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행태의도를 t-test한 결과 통계량의 t 값

이 2.773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이 0.006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간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

서 성별에 따른 행태의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있어서 기술 통계량을 보면 남성의 경우는 

3.6065이고, 여성의 경우는 3.3889이며, 통계량의 t 값이 2.084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이 0.038로 ⍺= 0.05보다 적으므로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변수

도 성별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행태통제

인식과 행태의도 및 행정지도행태 간에 성별에 따른 변수는 모두 남성이 여성

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성들이 행태통제

인식이나 행태의도 및 행정지도행태에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97 -

<<<<표 표 표 표 4-6> 4-6> 4-6> 4-6> 성별 성별 성별 성별 tttt-test-test-test-test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남남남남 여여여여

tttt PPPPMeanMeanMeanMean

(Std.)(Std.)(Std.)(Std.)

MeanMeanMeanMean

(Std.)(Std.)(Std.)(Std.)

고객관계
1.8735

(.47732)

1.7111

(.49312)
1.777 .076

사회적 공익성
3.6149

(.61712)

3.3793

(.70274)
1.946 .052

개인적 업무달성
2.5986

(.43721)

2.6733

(.55704)
-.873 .383

내적 규범적 신념
3.1497

(.51830)

3.0000

(.71116)
1.461 .145

외적 규범적 신념
3.3945

(.46933)

3.4556

(.44190)
-.684 .494

조직풍토
2.9393

(.54977)

2.9000

(.39719)
.382 .703

상황여건
3.6742

(.57884)

3.482

(.49642)
1.647 .254

업무구조
2.8439

(.56793)

3.1440

(3.8719)
.368 .623

곤 란 성
3.4513

(.56487)

3.4944

(.49613)
1.416 .162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3.6089

(.59102)

3.6444

(.52474)
-.318 .751

주관적 규범
3.5531

(.58748)

3.3833

(.48572)
1.534 .126

행태통제인식
3.2503

(.48495)

2.8417

(.68065)
3.213 .003**

행태의도
3.8871

(.38814)

3.6800

(.42215)
2.773 .006**

능동적 행정지도 

행     태

3.6065

(.55632)

3.3889

(.42959)
2.084 .038*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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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 . . 학력별 학력별 학력별 학력별 차이분석차이분석차이분석차이분석

  학력별에 따른 고객관계, 사회적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

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상황여건, 업무구조, 곤란성, 행정지도에 대

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및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변

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4-7>은 학력별 차이분석에 대한 t-test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사회적 

공익성과 조직풍토의 두 변수에 있어서 학력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공익성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고졸인 경우는 3.4753이고, 

대졸이상인 경우는 3.6315이다. 그리고 학력별에 따른 사회적 공익성을 t-test

한 결과 통계량의 t 값이 -1.975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이 0.049로 ⍺=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간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사회적 공익성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조직풍토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고졸인 경우는 3.0422이

고, 대졸이상인 경우는 2.9045이다. 그리고 학력별에 따른 조직풍토를 t-test

한 결과 통계량의 t 값이 2.390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이 0.018로 ⍺=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간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조직풍토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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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7> 4-7> 4-7> 4-7> 학력별 학력별 학력별 학력별 tttt-test-test-test-test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고 고 고 고 졸졸졸졸 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

tttt PPPPMeanMeanMeanMean

(Std.)(Std.)(Std.)(Std.)

MeanMeanMeanMean

(Std.)(Std.)(Std.)(Std.)

고객관계
1.9465

(.46684)

1.8339

(.48180)
1.859 .064

사회적 공익성
3.4753

(.62700)

3.6315

(.62352)
-1.975 .049*

개인적 업무달성
2.5704

(.49306)

2.6152

(.43437)
-.738 .462

내적 규범적 신념
3.0905

(.43784)

3.1508

(.56388)
-1.014 .312

외적 규범적 신념
3.4403

(.44668)

3.3877

(.47270)
.891 .373

조직풍토
3.0422

(.41711)

2.9045

(.56601)
2.390 .018*

상황여건
3.8299

(.69577)

3.4612

(.53898)
1.636 .198

업무구조
3.5293

(.38914)

3.0422

(.53257)
1.308 .312

곤 란 성
3.7123

(.45836)

3.8560

(.56744)
.553 .649

행정지도에 대한

태    도

3.7119

(.68466)

3.5821

(.54989)
1.563 .121

주관적 규범
3.5988

(.61451)

3.5204

(.57021)
1.064 .288

행태통제인식
3.2593

(.39419)

3.2022

(.54752)
1.038 .301

행태의도
3.8833

(.36606)

3.8652

(.40357)
.362 .717

능동적 행정지도 

행     태

3.6132

(.44863)

3.5806

(.57666)
.535 .593

     * : p<0.05     ** : p<0.01



- 100 -

                                다다다다. . . . 근무지별 근무지별 근무지별 근무지별 차이분석차이분석차이분석차이분석

  근무지별에 따른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상황여건, 업무구조, 곤란성,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및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변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

였다. <표 4-8>은 근무지별 차이분석에 대한 t-test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고

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

념, 조직풍토,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행태의도,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등의 변

수에 있어서 근무지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우선, 고객관계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경찰서인 경우는 1.9310이고, 

지구대인 경우는 1.7638이다. 그리고 t 값은 3.286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이 0.001로서 ⍺=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간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

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둘째, 사회적 공익성에 대한 기술통계량에서는 경찰서인 경우는 3.6625이고, 

지구대인 경우는 3.5066이다. 그리고 t 값은 2.321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은 0.021로서 ⍺=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간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

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셋째, 개인적 업무달성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경찰서는 2.6480이고, 지구

대는 2.5470이다. 그리고 t 값은 2.108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이 0.036

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간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넷째, 내적 규범적 신념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경찰서인 경우는 

3.1946이고, 지구대는 3.0596이다. 그리고 t 값은 2.351이며, 이에 대한 유의

확률 p 값이 0.019로 ⍺=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간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다섯째, 외적 규범적 신념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경찰서인 경우 3.5115이고, 

지구대인 경우는 3.2494이다. 그리고 t 값은 5.431이며, 유의확률 p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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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간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여섯째, 조직풍토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경찰서인 경우는 2.9975이

고, 지구대의 경우는 2.8532이다. 그리고 조직풍토에 대한 t 값은 2.514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은 0.012로서 ⍺=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간에 평

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일곱째,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기술통계량에서는 경찰서인 경우에는 

3.7061이고, 지구대인 경우는 3.4844이다. 또한 t 값은 3.577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이 0.000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간에 평균차이가 없

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여덟째, 행태의도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경찰서인 경우는 3.9202이

고, 지구대인 경우는 3.7997이다. 그리고 t값은 2.853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

률 p값이 0.005이므로 ⍺=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간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아홉째,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기술통계량에서는 경찰서인 경우는 3.6683이

고, 지구대인 경우는 3.4801이다. 그리고 t 값은 3.150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

률 p 값이 0.002로서 ⍺=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간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주관적 규범과 행태통제인식, 상황여건, 업무구조, 곤란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근무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02 -

<<<<표 표 표 표 4-8> 4-8> 4-8> 4-8> 근무지별 근무지별 근무지별 근무지별 tttt-test-test-test-test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경찰서경찰서경찰서경찰서 지 지 지 지 구 구 구 구 대대대대

tttt PPPPMeanMeanMeanMean

(Std.)(Std.)(Std.)(Std.)

MeanMeanMeanMean

(Std.)(Std.)(Std.)(Std.)

고객관계
1.9310

(.48254)

1.7638

(.46122)
3.286 .001**

사회적 공익성
3.6625

(.64764)

3.5066

(.58875)
2.321 .021*

개인적 업무달성
2.6480

(.46349)

2.5470

(.42124)
2.108 .036*

내적 규범적 신념
3.1946

(.52787)

3.0596

(.54274)
2.351 .019*

외적 규범적 신념
3.5115

(.43768)

3.2494

(.46383)
5.431 .000**

조직풍토
2.9975

(.50540)

2.8532

(.57063)
2.514 .012*

상황여건
3.4566

(.59838)

3.6422

(.58636)
1.750 .347

업무구조
3.3141

(.52466)

3.2697

(.47673)
1.270 .218

곤 란 성
3.6952

(.65746)

3.5177

(.59857)
1.912 .078

행정지도에 대한

태    도

3.7061

(.58547)

3.4844

(.56175)
3.577 .000**

주관적 규범
3.5665

(.58383)

3.5000

(.57636)
1.057 .291

행태통제인식
3.2414

(.53664)

3.1796

(.48637)
1.107 .269

행태의도
3.9202

(.37619)

3.7997

(.41010)
2.853 .005**

능동적 행정지도 

행     태

3.6683

(.50137)

3.4801

(.59315)
3.150 .002**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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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 . . 근무년수별 근무년수별 근무년수별 근무년수별 차이분석차이분석차이분석차이분석

  근무년수별에 따른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상황여건 업무구조, 곤란성,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및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변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표 4-9>는 근무년수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써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고객관계, 사회

적 공익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업무구조,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등이다.

  첫째, 근무년수에 의한 고객관계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

과를 살펴보면, F 값이 5.718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1로서 ⍺= 0.05

보다 적으므로 근무년수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년수에 따라 고객관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고객관계의 인식에 있어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높

고, 4~6년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근무년수에 의한 사회적 공익성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

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4.728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3으로 ⍺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년수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

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년수에 따라 사회적 공익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공익성의 인식에 있어서 11년이상 근무한 경찰공

무원이 가장 높고, 4~6년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근무년수에 의한 내적 규범적 신념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3.297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21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년수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년수에 따라 내적 규범적 신념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적 규범적 신념의 인식에 있어서 7~10년 근무한 경

찰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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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근무년수에 의한 외적 규범적 신념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5.912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1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년수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년수에 따라 외적 규범적 신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적 규범적 신념에 있어서 3년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11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근무년수에 의한 업무구조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4.278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6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년수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

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년수에 따라 업무구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업무구조에 있어서 11년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근무년수에 의한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

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6.445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0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년수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

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년수에 따라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4~6년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년 이하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근무년수에 의한 행태통제인식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

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10.282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0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년수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년수에 따라 행태통제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행태통제인식에 있어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4~6년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덟째, 근무년수에 의한 행태의도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4.012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8로서 ⍺= 

0.05보다 작아서 근무년수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년수에 따라 행태의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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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행태의도에 있어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

년 이하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표 표 표 4-9> 4-9> 4-9> 4-9> 근무년수별 근무년수별 근무년수별 근무년수별 차이에 차이에 차이에 차이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분산분석분산분석분산분석분산분석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PPPP))))

고객관계

3년이하 1.7460 .33174 .07239

5.718 .001**

4~6년 1.6550 .44971 .05957

7~10년 1.8655 .45580 .04178

11년이상 1.9448 .50333 .04017

합계 1.8597 .48010 .02552

사회적 공익성

3년이하 3.4524 .63057 .13760

4.728 .003**

4~6년 3.4035 .57039 .07555

7~10년 3.7500 .50862 .04722

11년이상 3.5701 .69903 .05579

합계 3.5954 .62690 .03346

개 인 적 

업무달성

3년이하 2.6762 .36042 .07865

.463 .709

4~6년 2.5860 .46269 .06129

7~10년 2.5765 .46808 .04291

11년이상 2.6239 .43979 .03510

합계 2.6049 .44814 .02382

내적 규범적 

신   념

3년이하 2.9841 .61668 .13457

3.297 .021*

4~6년 3.2076 .52919 .07009

7~10년 3.2325 .50151 .04597

11년이상 3.0594 .54466 .04347

합계 3.1370 .53767 .02858

외적 규범적 

신   념

3년이하 3.5238 .35857 .07825

5.912 .001**

4~6년 3.4561 .48645 .06443

7~10년 3.5000 .40651 .03727

11년이상 3.2866 .49277 .03933

합계 3.3997 .46678 .02481

조직풍토

3년이하 2.8214 .50709 .11066

1.598 .189

4~6년 3.0599 .44257 .05862

7~10년 2.8922 .57473 .05269

11년이상 2.9395 .54168 .04323

합계 2.9360 .53818 .0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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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PPPP))))

상황여건

3년이하 2.6742 .35240 .08756

.836 .520

4~6년 2.8506 .47629 .06291

7~10년 2.7565 .45818 .05292

11년이상 2.6240 .44272 .03154

합계 2.7342 .43847 .04293

업무구조

3년이하 3.5244 .64750 .14607

4.287 .006**

4~6년 3.5053 .58903 .08455

7~10년 3.7443 .51278 .05842

11년이상 3.9023 .58920 .06579

합계 5.6845 .63096 .04354

곤 란 성

3년이하 2.9423 .51814 .11072

1.205 .248

4~6년 3.1455 .45375 .06826

7~10년 2.8342 .58742 .07482

11년이상 2.9603 .51468 .05332

합계 2.8978 .54833 .03860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3년이하 3.4127 .36370 .07937

6.445 .000**

4~6년 3.8070 .64840 .08588

7~10년 3.4633 .47548 .04377

11년이상 3.6794 .62803 .05012

합계 3.6119 .58508 .03114

주관적 규범

3년이하 3.3095 .60159 .13128

1.206 .308

4~6년 3.5273 .59643 .08042

7~10년 3.5556 .54448 .05034

11년이상 3.5605 .59740 .04768

합계 3.5386 .58080 .03105

행태통제인식

3년이하 3.0595 .63691 .13899

10.282 .000**

4~6년 2.9136 .64409 .08685

7~10년 3.2309 .47833 .04403

11년이상 3.3301 .42647 .03404

합계 3.2153 .51623 .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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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 . . . 계급별 계급별 계급별 계급별 차이분석차이분석차이분석차이분석

  계급별에 따른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

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상황여건, 업무구조, 곤란성, 행정지도에 대

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및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변

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 4-10>은 계급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사회적 공익성, 개인

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

식,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등이다.

  첫째, 계급에 의한 사회적 공익성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7.004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0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계급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계급에 따라 사회적 공익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위 이상의 계급에서 사회적 공익성이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둘째, 계급에 의한 개인적 업무달성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PPPP))))

행 태 의 도

3년이하 3.7333 .33066 .07216

4.012 .008**

4~6년 3.7368 .38759 .05134

7~10년 3.8931 .29303 .02721

11년이상 3.9182 .45468 .03629

합계 3.8694 .39480 .02107

능 동 적

행정지도

행    태

3년이하 3.4127 .31455 .06864

1.108 .346

4~6년 3.5497 .53634 .07104

7~10년 3.5826 .51570 .04727

11년이상 3.6295 .59992 .04788

합계 3.5880 .54957 .02921

   * : P < 0.05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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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3.950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9로 ⍺= 0.05

보다 적으므로 계급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

한다. 따라서 계급에 따라 개인적 업무달성의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사 계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장 계급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계급에 의한 내적 규범적 신념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

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7.890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0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계급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계급에 따라 내적 규범적 신념의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장 계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경 계급에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넷째, 계급에 의한 외적 규범적 신념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

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5.533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1로서 ⍺= 

0.05보다 적으므로 계급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계급에 따라 외적규범의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경장 계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사 계급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계급에 의한 주관적 규범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2.796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40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계급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계급에 따라 주관적 규범의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위 이상의 계급에서 주관적 규범이 높게 나타났으며 순경 계급에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계급에 의한 행태통제인식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3.911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9로서 ⍺= 

0.05보다 적으므로 계급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계급에 따라 행태통제인식의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위 이상의 계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경 계급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계급에 의한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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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3.128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26으로

서 ⍺= 0.05보다 적으므로 계급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계급에 따라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인식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위 이상의 계급에서 행정지도행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순경 계급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표 표 표 4-10>4-10>4-10>4-10>계급별 계급별 계급별 계급별 차이에 차이에 차이에 차이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분산분석분산분석분산분석분산분석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PPPP))))

고객관계

순 경 1.8241 .46793 .07799

1.77 .152

경 장 1.8136 .48437 .03641

경 사 1.9061 .52064 .05130

경위이상 1.9825 .30948 .05020

합 계 1.8597 .48010 .02552

사회적 

공익성

순 경 3.2222 .60290 .10048

7.004 .000**

경 장 3.6695 .60465 .04584

경 사 3.5291 .64862 .06391

경위이상 3.7895 .54066 .08771

합 계 3.5954 .62690 .03346

개 인 적

업무달성

순 경 2.6611 .35074 .05846

3.950 .009**

경 장 2.5333 .49803 .03743

경 사 2.7165 .40538 .03994

경위이상 2.5829 .32263 .05234

합 계 2.6049 .44814 .02382

내적 규범적 

신  념

순 경 2.7731 .46488 .07748

7.890 .000**

경 장 3.2298 .59215 .04451

경 사 3.1294 .43344 .04271

경위이상 3.0702 .43948 .07129

합 계 3.1370 .53767 .02858

외적 규범적 

신  념

순 경 3.5741 .45503 .07584

5.533 .001**

경 장 3.4435 .41050 .03085

경 사 3.2589 .52587 .05182

경위이상 3.4123 .47416 .07692

합 계 3.3997 .46678 .02481



- 110 -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PPPP))))

조직풍토

순 경 2.9028 .47913 .07985

.108 .955

경 장 2.9435 .54023 .04061

경 사 2.9458 .50295 .04956

경위이상 2.9057 .67677 .10979

합 계 2.9360 .53818 .02860

상황여건

순 경 1.4142 .45397 .08744

2.482 .425

경 장 1.7631 .46374 .04164

경 사 1.6904 .51046 .05314

경위이상 1.8743 .42048 .05124

합 계 1.7466 .47137 .06322

업무구조

순 경 2.4732 .54701 .04243

4.476 .069

경 장 2.1453 .58429 .08647

경 사 2.3352 .53224 .02346

경위이상 2.5693 .51347 .04419

합 계 2.3849 .55126 .05372

곤 란 성

순 경 2.8617 .47149 .07123

.263 .107

경 장 2.8523 .46821 .04849

경 사 2.7668 .47593 .06472

경위이상 2.4293 .43772 .04649

합 계 2.6942 .45892 .05718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순 경 3.6296 .49619 .08270

.962 .411

경 장 3.5720 .56332 .04246

경 사 3.6246 .63603 .06267

경위이상 3.7456 .61724 .10013

합 계 3.6119 .58508 .03114

주관적 규범

순 경 3.4722 .52023 .08670

2.796 .040*

경 장 3.5231 .60477 .04598

경 사 3.4951 .56662 .05583

경위이상 3.7895 .51506 .08355

합 계 3.5386 .58080 .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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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 . . . 근무기능별 근무기능별 근무기능별 근무기능별 차이분석차이분석차이분석차이분석

  근무기능별에 따른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상황여건, 업무구조, 곤란성,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및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변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표 4-11>은 근무기능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서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고객관계, 사

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

토,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및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이다.

  먼저, 근무기능에 의한 고객관계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PPPP))))

행태통제

인    식

순 경 3.0069 .57472 .09579

3.911 .009**

경 장 3.2361 .53611 .04064

경 사 3.1845 .47222 .04653

경위이상 3.4013 .10910 .06636

합 계 3.2153 .51623 .02755

행태의도

순 경 3.7444 .40458 .06743

1.546 .202

경 장 3.8701 .35453 .02688

경 사 3.8927 .36187 .03566

경위이상 3.9211 .59282 .09617

합 계 3.8694 .39480 .02107

능 동 적 

행정지도 

행    태

순 경 3.4074 .49832 .08305

3.128 .026*

경 장 3.5725 .54349 .04085

경 사 3.6036 .53785 .05300

경위이상 3.7895 .60737 .09853

합 계 3.5880 .54957 .02921

     * : P < 0.05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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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살펴보면, F 값이 4.175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1로서 ⍺= 0.05

보다 적으므로 근무기능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기능에 따라 고객관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정보 ‧ 보안기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범기능에서 가장 낮게 

타나났다.

  둘째, 근무기능에 의한 사회적 공익성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

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7.912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0으로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기능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기능에 따라 사회적 공익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통기능에서 사회적 공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기능에 의한 개인적 업무달성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

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2.448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34로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기능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기능에 따라 개인적 업무달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보 ‧ 보안기능에서 개인적 업무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무기능에 의한 내적 규범적 신념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5.591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0으로

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기능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기능에 따라 내적 규범적 신념의 인식에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보 ‧ 보안기능과 경무기능에서 내적 규범적 

신념 인식의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근무기능에 의한 외적 규범적 신념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7.553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기능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기능에 따라 외적 규범적 신념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통기능에서 외적 규범적 신념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방범기능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113 -

  여섯째, 근무기능에 의한 조직풍토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4.917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0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기능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

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기능에 따라 조직풍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무기능에서 조직풍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근무기능에 의한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

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5.682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0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기능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

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기능에 따라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사기능에서 행정지도 태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기능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덟째, 근무기능에 의한 주관적 규범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

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5.980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0으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기능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

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기능에 따라 주관적 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보 ‧ 보안기능에서 주관적 규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홉째, 근무기능에 의한 행태통제 인식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

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3.912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2로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기능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기능에 따라 행태통제 인식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보‧ 보안기능에 행태통제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열째, 근무기능에 의한 행태의도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

과를 살펴보면, F 값이 2.371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39로서 ⍺= 0.05

보다 적으므로 근무기능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기능에 따라 행태의도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사기능과 정보‧ 보안기능에서 행태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무기능에 의한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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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3.587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4로서 ⍺= 0.05보다 적으므로 근무기능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

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근무기능에 따라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사기능과 정보 ‧ 보안기능에서 

능동적 행정지도행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표 표 표 4-11> 4-11> 4-11> 4-11> 근무기능별 근무기능별 근무기능별 근무기능별 차이에 차이에 차이에 차이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분산분석분산분석분산분석분산분석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PPPP))))

고객관계

V1 1.8889 .39841 .06640

4.175 .001**

V2 1.7381 .39239 .03496

V3 1.9479 .58258 .07282

V4 1.9286 .42896 .08107

V5 2.0400 .39059 .05524

V6 2.0000 .71270 .18402

합계 1.8736 .46959 .02629

사회적 공익성

V1 3.5694 .49501 .08250

7.912 .000**

V2 3.5357 .53732 .04787

V3 3.3438 .62915 .07864

V4 4.0556 .88070 .16949

V5 3.8750 .52084 .07518

V6 3.6333 .71880 .18559

합계 3.6013 .62681 .03526

개 인 적

업무달성

V1 2.6056 .43157 .07193

2.448 .034*

V2 2.5254 .38093 .03394

V3 2.7023 .45621 .05703

V4 2.5429 .60334 .11402

V5 2.7280 .47425 .06707

V6 2.5200 .39133 .10104

합계 2.6030 .44559 .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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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PPPP))))

내적 규범적 

신  념

V1 3.1111 .46462 .07744

5.591 .000**

V2 3.0860 .53322 .04750

V3 3.3047 .51823 .06478

V4 3.1667 .67586 .12773

V5 3.3133 .47337 .06694

V6 2.6222 .37515 .09686

합계 3.1536 .54055 .03026

외적 규범적 

신  념

V1 3.4074 .33910 .05652

7.553 .000**

V2 3.2989 .43375 .03864

V3 3.4219 .42515 0.5314

V4 3.7738 .40626 .07678

V5 3.3967 .47007 .06648

V6 3.7556 .55587 .04353

합계 3.4143 .45420 .02543

조직풍토

V1 2.491 .40152 .06692

4.917 .000**

V2 2.9028 .49696 .04427

V3 2.8841 .42508 .05313

V4 2.9286 .61183 .11563

V5 3.2750 .43359 .06132

V6 2.8833 .72498 .18719

합계 2.9639 .50292 .02816

상황여건

V1 5.5482 .64241 .07251

1.603 .654

V2 5.3691 .58293 .08419

V3 5.3719 .59332 .09369

V4 5.4376 .61337 .06017

V5 5.3547 .59389 .18126

V6 5.3824 .61268 .07424

합계 5.3543 .61542 .0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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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PPPP))))

업무구조

V1 4.2478 .42891 .06429

2.182 .084

V2 4.3619 .72493 .04723

V3 4.2741 .50432 .05131

V4 4.1891 .48163 .10365

V5 4.2367 .50443 .08231

V6 4.2618 .27485 .14149

합계 4.2694 .49682 .05943

곤 란 성

V1 4.8479 .43920 .07474

1.825 .416

V2 4.7323 .53606 .05706

V3 4.6244 .68264 .06487

V4 4.7632 .50582 .09247

V5 4.6849 .43319 .09649

V6 4.6928 .68707 .06987

합계 4.7129 .58056 .04162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V1 3.7778 .42910 .07152

5.682 .000**

V2 3.5238 .54066 .04817

V3 3.8229 .70265 .08783

V4 3.2381 .49572 .09368

V5 3.6267 .42931 .06071

V6 3.6190 .69007 .18443

합계 3.6080 .57465 .03222

주관적 규범

V1 3.4167 .71214 .11869

5.980 .000**

V2 3.5516 .52088 .04640

V3 3.6875 .56695 .07087

V4 3.0893 .59401 .11226

V5 3.7000 .44032 .06227

V6 3.6071 .44629 .11928

합계 3.5487 .56862 .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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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PPPP))))

행태통제인식

V1 2.9375 .54568 .09095

3.912 .002**

V2 3.1667 .49497 .04410

V3 3.2930 .65549 .08194

V4 3.3393 .39213 .07411

V5 3.3500 .33503 .04738

V6 3.3393 .41146 .10997

합계 3.2178 .51777 .02903

행태의도

V1 3.7889 .33787 .05631

2.371 .039*

V2 3.8758 .35758 .03211

V3 3.9000 .43352 .05419

V4 3.8143 .29779 .05628

V5 4.0240 .37393 .05288

V6 3.7587 .28785 .07693

합계 3.8848 .37156 .02090

능 동 적 

행정지도

행    태

V1 3.5926 .04538 .07756

3.587 .004**

V2 3.5172 .56326 .05018

V3 3.6823 .64633 .08079

V4 3.5476 .28995 .05479

V5 3.8600 .37550 .05310

V6 3.4889 .41532 .10723

합계 3.6139 .53208 .02979

     * : P < 0.05  ** : P < 0.01

     V1 : 경 무          V2 : 방 범          V3 : 수 사

     V4 : 교 통          V5 : 정보/보안      V6 : 기타(경비,외사,감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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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사. . . . 특성별 특성별 특성별 특성별 차이분석 차이분석 차이분석 차이분석 요약요약요약요약

  첫째, 성별 평균비교 결과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등

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행태통제인식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행

정지도 행태에 대한 의지와 통제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행태의도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행정지도에 적극적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능동적 행정지도 

행태의 비교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지도행태에 더 적극

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학력에 의한 평균비교 결과 사회적 공익성과 조직풍토의 두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공익성의 경우에 대졸이상이 고졸보다는 높

게 나타났으며 행정지도시 공익실현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조직풍토에서는 고졸이 대졸이상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학력의 경찰공무원이 조직분위기에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

다.

  셋째, 근무지에 따른 평균비교 결과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

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행태의도,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등의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들 모든 변수들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지

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보다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측면에서 긍정적인 생

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근무년수별 분산분석 결과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내적 규범적 신

념, 외적 규범적 신념, 업무구조,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행태통제인식, 행태

의도 등의 변수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고객관계, 사회적 공

익성, 외적 규범적 신념, 업무구조,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의 변수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11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

무원이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

다. 외적 규범적 신념의 변수에서 3년 이하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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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11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외적 영향이 강한 경향이 있다.

  다섯째, 계급별 분산분석 결과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

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등의 변수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내적 규범적 신념과 외적 

규범적 신념을 제외한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주관적 규범, 행태통

제인식,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변수에서는 경위 이상이 계급에서 더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계급이 높을수록 행정지도에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내적 규범적 신념에서는 경장 계급에서 가장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순

경 계급에서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여섯째, 근무기능별 분산분석 결과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

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 인식, 행태의도 및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등의 변수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고객관계,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외적 규범적 신념의 변수에서는 

교통기능이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조직풍토의 변수에서는 경무기능

이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제 4 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관계, 즉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이 행태의도를 매개하여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론구성과 연구설계에 의하여 나타난 

제요인에 관한 관계성 및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실시

하였다. 가설검증에 앞서 제변수 간의 관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였고, 연구모형과 가설에 대한 구성 

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AMOS 4.0으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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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분석28)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즉 하나의 변수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

도의 관련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상관관계의 성격은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으며, 상관관계계수29)는 두 변수

관계의 상관성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측정치가 아닌 하나

의 지수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계의 비율이나 백분율과는 다르다. 변수 간의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하나의 수치로 요약해 표시해 주는 지수가 상관계수이다

(박희서 외, 2002: 286~287). 상관계수 r은 ｢-1 ≤r ≤+1｣의 값을 갖고 측정된 

데이터가 좌표상에 정(+)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까울 때 이 상관계수는 정

(+)의 상관계수를, 그리고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까울 때 음(-)의 

상관계수를 갖는다. 또한 선형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 상관계수는 0에 

가까워진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따른 주요 구성개념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사

전 절차로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여 그 결과는 <표 4-12>과 같

이 제시되어 있다. <표 4-12>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변수들 

28) 상관관계 분석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에는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나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의 영향이 모두 포함되므로 두 변수 사이의 순수한 관계가 어떠한지는 단정할 수 없다(김태

일,1997: 25). 즉 두 변수사이의 인과관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허

위변수나 실제의 관계보다 과대 혹은 과소평가 되는 혼란변수가 개입될 개연성이 있다(남궁근, 1998 

:212). 따라서 회귀모형 분석과정에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목적이 변수간 관계의 경향을 이

해하는데 있으므로 상관관계 분석결과의 해석시 두 변수 사이에 공동변화 경향이 있다는 정도로 파악하

여야 한다(Hair, Jr et al., 1998: 603).

29) 원인 변수의 변화가 결과 변수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며 상

관관계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가지고 판단한다. 상관관계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계수의 

크기 및 표본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가 절대값을 기준으로 r≤0.20일 때

는 무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관계라고 하고, 0.20≤r≤0.40이면 낮은 상관관계, 0.40≤r≤0.70이면 

비교적 높은 관계, 0.70≤r≤0.90이면 높은 관계, r>0.90이면 아주 높은 관계라고 한다. 하지만 사회과

학에서 0.3이상을 만족스러운 관계로 본다. 그렇지만 r=0.40은 r=0.20에 비해 두 배 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Ajzen & Fishbein, 1980: 98~99; 강병서, 1999: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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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첫째, 거의 모든 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Person상관계수가 0.5이상인 것들로는 고객관계는 조직풍토(r = 0.569),

행태통제인식(r = 0.504), 능동적 행정지도행태(r = 0.580)에서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공익성은 내적 규범적 신념(r=0.520), 

외적 규범적 신념(r = 0.507), 행태의도(r = 0.545),업무구조(r = 0.569)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개인적 업무달성은 내적 규범적 신념(r = 0.586), 행

태통제인식(r = 0.557)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내적 규범적 신념은 행태

통제인식(r = 0.565)과 능동적 행정지도행태(r = 0.536)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주관적 규범은 상황여건(r = 0.617), 행태의도(r = 0.541)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둘째, 몇몇 변수들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객관계는 내적 규범적 신념(r = -0.316), 업무구조(r = -0.045)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부 변수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객관계

에서는 사회적 공익성, 내적 규범적 신념,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공익성은 개인적 업무달

성,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업무달성은 외적 규범적 신념과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과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내적 규범적 신념은 외적 규범적 신념과 행정

지도에 대한 태도, 행태의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는 업무구조와 곤란성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 확인되지 않

았고 상황여건은 업무구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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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12> 4-12> 4-12> 4-12> 변수간의 변수간의 변수간의 변수간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 : p < 0.05   ** :p < 0.01

  

     <용어정리>

  F1 : 고객관계               F2 : 사회적 공익성           F3 : 개인적 업무달성

  F4 : 내적 규범적 신념       F5 : 외적 규범적 신념        F6 : 조직풍토

  F7 :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F8 : 주관적 규범            F9 : 행태통제인식

  F10 : 행태의도              F11 :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F12 : 상황여건

  F13 : 업무구조              F14 : 곤란성

     

    

구

분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F11 F12 F13 F14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F11

F12

F13

F14

1.000

.258

.463**

.283

-.316*

.569**

-.088

.067

.504**

.135*

.580**

.243*

-.045

.304

1.000

.261

.520**

.507**

.219*

-.095

.325*

.335**

.545**

.412**

.247

.569**

-.148

1.000

.586**

.235

.444**

-.022

-.096

.557**

.082

.438**

.142

.253

.034

1.000

.325

.234*

.020

-.022

.565**

.042

.536**

.087

.369

.038

1.000

.410**

.041

.132*

.394**

.049

.096

.243

.029

.157

1.000

.086

-.027

.123*

.316**

.253**

.213*

-.072

.152

1.000

.307*

-.003

.452**

.023

.059

.025

.146

1.000

.337*

.541**

.262**

.617**

.025

.146

1.000

.185**

.374**

.162

.208

.076

1.000

.326**

.321

.452**

.047

1.000

.368*

.024

.129

1.000

.049

.217*

1.000

.26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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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모형의 검증

                                가가가가. . . .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와 AMOS 4.0을 이용하여 구

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기존의 자

료속에 존재하는 연구모형을 발견하는 탐색적 요인 방식이라기 보다는 가설분

석모형이 표본자료에 대응하여 얼마나 지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확

인적 요인분석 방식을 의미한다(이순묵, 1990: 23~36).30)

  구조방정식모형은 구성개념간의 인과관계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통해서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구체화한 다음 그 효과를 기술하고 설명된 분산과 설명되

지 않은 분산을 구분하여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모형을 의미한

다.31) 구조방정식모형은 공분산구조모형(covariance structural modeling)이

라고 부른다.32) 구조방정식모형은 일련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일방향 혹은 양

방향으로 동시에 보여주면서 검토 및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증적 요인분

석,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경로분석33)을 하나의 자료분석 구조에 통합한 형태

30) 사회현상은 구조모형으로 연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이론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모형을 활용하여 사회적 효과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변수 사이의 관계를 구

조모형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안된 효과모형의 구조가 관찰된 자료의 공분산

행렬에서 발견되면 그 모형은 유용한 것이고, 이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두섭 외, 2000: 

360~361).

31) 구조방정식모형은 구조모형(structural model)과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으로 구성되는데, 구조

모형은 이론 및 가설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변수와 관련된 모형이며, 측정모형은 측정변수와 관련된 모

형이다. 측정변수는 항상 독립변수로서 외생변수가 되며, 이론변수는 구성개념(construct)으로서 내생

변수 또는 종속변수가 된다. 측정모형은 외생개념과 개념간 상관 ‧ 공분산 그리고 외생개념의 예측변수

와 예측변수의 측정오차로 이루어진 모형이다. 구조모형은 내생개념과 개념간 상관 ‧ 공분산 그리고 내

생개념의 예측변수와 예측변수의 측정오차로 이루어진 모형이다(Hair, Jr et al. 1998: 584~586).

32) 공분산구조모형은 상관관계 자료를 가지고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분석으로써 일련의 관찰된 변수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보다 더 적은 수의 잠재적 변수들간의 구조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Long, 1983: 11).

33) 경로분석은 변수들 사이에서 상관관계 또는 공분산 그리고 인과관계를 계산하여 표시하고 이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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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하나의 원인변수는 또 다른 설명 변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원적

인 개념모형이 동시에 이루어져 서로간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고 모형의 발전과

정과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이다(허준 ‧ 최인규, 2000: 3~5).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값( )을 

비롯하여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원소간평균차이(RMR) 등과 

같은 절대부합지수와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

(CFI) 등의 증대부합지수, 그리고 간명기초부합지수로써 PGFI, 기타부합지수로

써 PCLOSE(p for test of close fit) 등의 부합도 지수를 가지고 연구모형의 

부합성을 판단하고 고정지수를 가지고 가설의 부합성 여부를 검증한다.

                                

                                나나나나. . . . 연구모형의 연구모형의 연구모형의 연구모형의 검증검증검증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외생변수 즉,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으로 대표되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내적 규범적 신념과 외

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로 대표되는 주관적 규범 및 상황여건, 업무구조, 곤

란성으로 대표되는 행태통제인식이 매개내생변수 즉 행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내생변수인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Ajzen의 계획행태이론에 의한 경찰공

무원의 행정지도행태의 영향요인에 대한 정책적 ‧이론적 측면에서 함의를 제시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모형의 검증결과로서 도출된 전반적인 부합도(Overall 

model fit) 지수를 <표 4-1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카이제곱값 324.427, 자유도 31, 에 대한 p 값 0.000으로 카이제곱값

과 자유도, 그리고 p 값만으로 볼 때는 유의한 값이 되어 연구모형과 분석자료

가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34) 그러나 카이제곱값이 매우 크고 그 확률값(p = 

의 경로로 묶어 모형을 구축하게 되는 분석이다.

34) 카이제곱값과 표본크기는 매우 민감한 사항인데 표본크기가 100~200개 범위 이내에 있을 때 통계적 유

의성 검증에 적절한 카이제곱값을 얻을 수 있다. 카이제곱값은 표본 크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표본크기가 200이상으로 증가하면 대부분의 경우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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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0.05보다 작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여 가설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구모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부합도가 좋은 모형일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카이제곱값에만 의존하여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Bentler & Bonett, 1980: 591). 따라서 다른 부합지수를 같이 고려하

여 연구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른 부합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표준적

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까우며, 

PCLOSE값은 0.00으로 0.5보다 적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러 부합지수를 고려

해 보면 본 연구모형은 표본자료와 어느 정도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합리적 행위이론의 모형에 근거한 분석으로 여러 부합도지수들을 고려해 보

면 계획행태이론에서 보다 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5)

  <그림 4-1>은 연구모형의 부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 구조모형으

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외생변수 즉, 고객관계, 사회적 공

익성, 개인적 업무달성으로 대표되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내적 규범적 신념

과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로 대표되는 주관적 규범 및 상황여건, 업무구

조, 곤란성으로 대표되는 행태통제인식이 매개내생변수 즉 행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내생변수인 능동적 행정지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수가 현실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오류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반면 표본의 크기가 100개 

이하로 감소하면 카이제곱값은 비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수용 가능한 부합도를 보임으로써 적합지수가 

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357개로써 권장 수준보다 훨씬 많음으로 

카이제곱값을 신뢰하기 어렵다(Hair, Jr et al.,  1998:604~605).

35) 합리적 행위이론에 대한 카이제곱값 306.635, 자유도 28, p = 0.062, 기초부합지수(GFI)0.539, 조정부

합지수(AGFI)0.514, 원소간평균차이(RMR)0.068, 표준적합지수(NFI)0.672, 증대적합지수(IFI)0.671, 비

교적합지수(CFI)0.673, 간명기초부합지수(PGFI)0.587, PCLOSE 0.06으로 나타났다.



- 126 -

<<<<표 표 표 표 4-13> 4-13> 4-13> 4-13> 연구모형의 연구모형의 연구모형의 연구모형의 부합도 부합도 부합도 부합도 지수지수지수지수

비 비 비 비 교 교 교 교 기 기 기 기 준준준준 권 권 권 권 장 장 장 장 수 수 수 수 준준준준 적 적 적 적 합 합 합 합 지 지 지 지 수수수수

 절대부합지수

 ‧ 카이제곱값( )
 

 ‧ 자유도

 ‧ p
 ‧ GFI(기초부합지수)

 ‧ AGFI(조정부합지수)

 ‧ RMR(원소간평균차이)

 ‧ ECVI(기대교차타당성지수)

p > 0.05

1의 근사치

1의 근사치

0.05이하

확정안됨

               324.427

                    31

0.000

0.753

0.728

0.047

0.851

 증대부합지수

 ‧ NFI(표준적합지수)

 ‧ IFI(증대적합지수)

 ‧ CFI(비교적합지수)

1의 근사치

1의 근사치

1의 근사치

0.824

0.818

0.822

 간명부합지수

 ‧ PGFI(간명기초부합지수) 0.6이상 0.639

 기타부합지수

 ‧ PCLOSE p ≤ 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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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4-1> 4-1> 4-1> 4-1> 연구모형의 연구모형의 연구모형의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

                                                            

    고객관계

                     0.263

                    0.116         행정지도에

  사회적 공익성                    대한 태도

                        0.269

  개인적 업무달성        

                                                    0.152

                             

 내적 규범적 신념                

                        0.320

                     

 외적 규범적 신념                 주 관 적            행 태           능 동 적

                   0.309          규    범    0.241   의 도  0.326    행정지도

                         0.119                                        행    태

     조직풍토

     상황여건                                       0.185       0.274  

                       0.132                       

     업무구조       0.123         행태통제

                                  인    식

     곤 란 성         -0.022  

 * : 경로계수, 실선을 유의한 관계, 점선은 비유의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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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설의 검증

  가설검증은 가설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모집단에서 표

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변수를 측정한 다음 여기서 얻은 표본

의 특성치를 이용하여 가설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외생변수, 매개내생변수, 내생변수 등 구성개념 간의 

영향관계를 AMOS를 통해 얻은 표본의 특성치인 경로계수와 고정지수(t값) 등을 

가지고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여부를 검증하였다. 각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가가가. . . . 행정지도에 행정지도에 행정지도에 행정지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태도태도태도태도

 

  능동적 행정지도를 위한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이 행정

지도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가설 1. 행정지도로 인한 고객관계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행정지도로 인한 사회적 공익성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행정지도로 인한 개인적 업무달성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고객관계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표 4-14>과 같이 고객관계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관계의 변화에서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경로계수는 0.263, t값은 

5.140이며, 이에 대한 유의수준 p = 0.000으로서 ‘고객관계의 변화는 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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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고객관계의 변화와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는 그 영향성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공익성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표 4-14>와 같이 사회적 

공익성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공익성의 변화에 따른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경로계수는 0.116이며, t

값은 2.191이고, 이에 따른 유의수준 p = 0.029로서 ‘사회적 공익성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채택되

었다. 

  셋째, ‘개인적 업무달성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을 검증한결과 <표 4-14>와 같이 개인적 

업무달성의 변화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업무달성에 따른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경로계수는 0.269이며, t값은 

5.259이고, 이에 따른 유의수준 p = 0.000으로 개인적 업무달성의 변화는 행정

지도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표 표 표 4-14> 4-14> 4-14> 4-14> 행정지도에 행정지도에 행정지도에 행정지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태도에 태도에 태도에 태도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성의 영향성의 영향성의 영향성의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

가       가       가       가       설설설설 경 경 경 경 로 로 로 로 계 계 계 계 수수수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tttt pppp

1. 고객관계 →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263 .047 5.140 .000

2. 사회적 공익성 →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116 .058 2.191 .029

3. 개인적 업무달성 →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269 .057 5.25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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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 . .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규범규범규범규범

  행정지도를 위한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가 행정지도

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가설 4.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내적 규범적 신념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주관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외적 규범적 신념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주관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조직풍토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주관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내적 규범적 신념의 변화는 주관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4>를 검증한 결과 <표 4-15>와 같이 내적 규범적 신념

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규범적 신념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경로계수는 0.320이며, t값은 6.338이고, 이에 따른 유의수준 p 

= 0.000으로 ‘내적 규범적 신념은 주관적 규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둘째, ‘외적 규범적 신념의 변화는 주관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5>를 검증한 결과 <표 4-15>와 같이 외적 규범적 신

념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규범적 신념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경로계수는 0.307이며, t값은 6.058이고, 이에 따른 유의수준 p 

= 0.000으로 ‘외적 규범적 신념은 주관적 규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외적 규범적 신념과 주관적 규범의 

관계에서는 그 영향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조직풍토의 변화는 주관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

이다’라는 <가설 6>을 검증한 결과 <표 4-15>와 같이 조직풍토는 주관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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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풍토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경로계수

는 0.119이며, t값은 2.240이고, 이에 따른 유의수준 p = 0.026으로 ‘조직풍

토는 주관적 규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6>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조직풍토와 주관적 규범과의 관계에서는 그 영향성이 중요하다고 설명

할 수 있다.

<<<<표 표 표 표 4-15> 4-15> 4-15> 4-15>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규범에 규범에 규범에 규범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영향성의 영향성의 영향성의 영향성의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

                                다다다다. . . . 행태통제 행태통제 행태통제 행태통제 인식인식인식인식

  행정지도를 위한 상황여건, 업무구조, 곤란성은 행정지도에 대한 행태통제인

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4-16>과 같다.

 

가       가       가       가       설설설설 경 경 경 경 로 로 로 로 계 계 계 계 수수수수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tttt pppp

4. 내적 규범적 신념 →

             주관적 규범
.320. .043 6.338 .000

5. 외적 규범적 신념 →

             주관적 규범
.307  .030 6.058 .000

6. 조직풍토 →

            주관적 규범
.119 .045 2.240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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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7.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상황여건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통제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업무구조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통제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곤란성이 높을수록 행정지도의 

         행태통제인식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상황여건의 변화는 행태통제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7>를 검증한 결과 <표 4-16>와 같이 상황여건은 행태통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여건에 따른 행태통제인식의 경로

계수는 0.132이며, t값은 2.498이고, 이에 따른 유의수준 p = 0.013으로 ‘상

황여건은 행태통제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7>은 채택되

었다. 따라서 상황여건과 행태통제인식의 관계에서는 그 영향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업무구조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통제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8>를 검증한 결과 <표 4-16>와 같이 업무구조는 

행태통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구조에 따른 행태통제인

식의 경로계수는 0.123이며, t값은 2.325이고, 이에 따른 유의수준 p = 0.021

으로 ‘업무구조는 행태통제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8>

은 채택 되었다. 따라서 업무구조와 행태통제인식과의 관계에서는 그 영향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셋째,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곤란성이 높을수록 행정지도의 행태 통제인식

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9>를 검증한 결과 <표 

4-16>와 같이 곤란성의 변화는 행태 통제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행태통제인식의 경로계수는 -0.022이며, t값은 -0.406이고 이에 따른 

유의수준 p = 0.685로 행태통제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

설 9>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곤란성의 변화는 행태통제인식과의 관계에서 그 

영향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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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16> 4-16> 4-16> 4-16> 행태통제인식에 행태통제인식에 행태통제인식에 행태통제인식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영향성의 영향성의 영향성의 영향성의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

                                라라라라. . . . 행태의도   행태의도   행태의도   행태의도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은 행정지도의 행태의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가설 10.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행정지도로 인한 주관적 규범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행정지도로 인한 행태통제인식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행태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행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라는 <가설 10>을 검증한 결과 <표 4-17>과 같이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는 행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태의도에 대한 경로계수는 

0.152이며, t값은 2.879이고 이에 따른 유의수준 p = 0.004로 ‘행정지도에 대

한 태도는 행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0>은 채택되

었다.

가          가          가          가          설설설설 경로계수경로계수경로계수경로계수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tttt pppp

 가설 7. 상황여건 → 행태통제인식 .132 .066 2.498 .013

 가설 8. 업무구조 → 행태통제인식 .123 .051 2.325 .021

 가설 9. 곤란성 → 행태통제인식 -.022 .069 -.406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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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주관적 규범의 변화는 행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

는 <가설 11>을 검증한 결과 <표 4-17>과 같이 주관적 규범은 행태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태의도에 대한 경로계수는 0.241이며, t값은 

4.639이고, 이에 따른 유의수준 p = 0.000으로 ‘주관적 규범은 행태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1>은 채택 되었다. 

  셋째, ‘행태통제인식의 변화는 행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

는 <가설 12>를 검증한 결과 <표 4-17>과 같이 행태통제인식은 행태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태의도에 대한 경로계수는 0.185이며, t값은 

3.520이고, 이에 따른 유의수준 p = 0.000으로 ‘행태통제인식은 행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행태통제

인식과 행태의도와의 관계에서는 그 영향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표 표 표 4-17> 4-17> 4-17> 4-17> 행태의도에 행태의도에 행태의도에 행태의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영향성의 영향성의 영향성의 영향성의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

가          가          가          가          설설설설 경로계수경로계수경로계수경로계수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tttt pppp

 가설 10.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 

                        행태의도 
.152 .036 2.879 .004

 가설 11. 주관적 규범 → 

                 행태의도
.241 .035 4.639 .000

 가설 12. 행태통제인식 → 

                 행태의도
.185 .040 3.52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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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 . . . 능동적 능동적 능동적 능동적 행정지도행태행정지도행태행정지도행태행정지도행태

  

  행정지도 행태의도 및 행태통제인식은 행정지도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4-18>과 

같다.

   

   가설 13.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행태의도의 변화는 행정지도

            행태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행태통제인식의의 변화는 행정지도

            행태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행태의도 변화는 행정지도행태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3>를 검증한 결과 <표 4-18>과 

같이 행태의도는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태의도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경로계수는 0.326이며, t값은 6.479

이고, 이에 따른 유의수준 p = 0.000으로 ‘행태의도 변화는 능동적 행정지도 

행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3>은 채택 되었다. 따라서 

행태의도와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관계에서는 그 영향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행태통제인식의 변화는 능동적 행정지

도행태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4>를 검증한 결

과 <표 4-18>과 같이 행태통제인식은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행태통제인식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경로계수는 

0.274이며, t값은 5.341이고, 이에 따른 유의수준 p = 0.000으로 ‘행태통제인

식의 변화는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4>를 채택 하였다. 따라서 행태통제인식과 행정지도행태 관계에서는 그 영향

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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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18>  4-18>  4-18>  4-18>  능동적 능동적 능동적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행정지도행태에 행정지도행태에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영향성의 영향성의 영향성의 영향성의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

                                바바바바. . . . 검증결과 검증결과 검증결과 검증결과 요약요약요약요약

  본 연구의 가설을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19>와 같

다. <가설 1>에서 <가설 3>까지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의 인식수준 관계를 검증하였다. 고객관계, 사

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의 변수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 <가설 4>에서 <가설 6>까지는 주관적 규범에 대하여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의 영향성을 검증하였다. 내적 규범적 신념

은 행위자 자신이 가진 행정지도에 대한 의지이며, 외적 규범적 신념은 준거집

단이 자신의 행정지도에 대한 기대동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규범적 

신념과 외적 규범적 신념은 주관적 규범에 모두 영향성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4>에 관한 내적 규범적 신념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주관

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행정지도행태에 관

한 외적 규범적 신념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주관적 규범에 정(+)의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두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따라서 외적 규범적 신념, 

내적 규범적 신념은 매개내생 변수인 주관적 규범과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모형을 설명하는데 있어 영향성이 있다.

  <가설 7>에서 <가설 9>까지는 행태통제인식에 대하여 상황여건, 업무구조, 

가          가          가          가          설설설설 경로계수경로계수경로계수경로계수 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표준오차 tttt pppp

 가설 13. 행태의도 →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326 .070 6.479 .000

 가설 14. 행태통제인식 →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274 .055 5.34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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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성의 영향성을 검증하였다. 상황여건과 업무구조는 행태통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곤란성이 행태통제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행정지도의 절차나 방법 등이 복잡해서 행정지도의 실

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설 10>에서 <가설 12>는 행정지도 행태의도에 대하여 행정지도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요인의 영향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모두 경찰

공무원이 행정지도의 행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

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의 변화는 행태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모두 채택 되었다.

  <가설 11>과 <가설 12>는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대하여 행태의도와 행태통

제인식의 영향성을 검증하였다. 두 변수는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적극적이고 고객지향적인 능동적 행정

지도행태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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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19> 4-19> 4-19> 4-19> 가설검증결과 가설검증결과 가설검증결과 가설검증결과 요약요약요약요약    

                         

가                가                가                가                설설설설 경로계수경로계수경로계수경로계수 tttt pppp 채택여부채택여부채택여부채택여부

 가설 1. 고객관계 →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263 5.140 .000 채택

 가설 2. 사회적 공익성 →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116 2.191 .029 채택

 가설 3. 개인적 업무달성 →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269 5.259 .000 채택

 가설 4. 내적 규범적 신념 → 주관적 규범 .320 6.338 .000 채택

 가설 5. 외적 규범적 신념 → 주관적 규범 .307 6.058 .000 채택

 가설 6. 조직풍토 → 주관적 규범  .119 2.240 .026 채택

 가설 7. 상황여건 → 행태통제인식 .132  2.498 .013 채택

 가설 8. 업무구조 → 행태통제인식  .123 2.325 .021 채택

 가설 9. 곤란성 → 행태통제인식 -.022 -.406 .685 기각

 가설 10.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 

                                행태의도
.152 2.879 .004 채택

 가설 11. 주관적 규범 → 행태의도 .241 4.639 .000 채택

 가설 12. 행태통제인식 → 행태의도 .185 3.520 .000 채택

 가설 13. 행태의도 →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326 6.479 .000 채택

 가설 14. 행태통제인식 → 능동적 행정지도  

                          행 태 
.274 5.341 .00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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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제 제 5 5 5 5 절  절  절  절  분석결과에 분석결과에 분석결과에 분석결과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종합적 종합적 종합적 종합적 논의논의논의논의

  본 연구는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행태의도의 결정요소로서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능동적 행정지도 

행태의 직접적인 예측요인으로서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행태의도와 행태

통제인식과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작

성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행정지도행태를 위한 정책수립과 이론적 측

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개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분석과정에서 도출한 중요 결과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다.

                    1. 1. 1. 1. 특성별 특성별 특성별 특성별 차이분석 차이분석 차이분석 차이분석 결과의 결과의 결과의 결과의 논의논의논의논의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핵심적

인 개념이나 변수들에 중점을 두었고,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설명하는데 행정

법학적 접근과는 차별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Ajzen과 Fishbein(1980 :8-9)

의 주장에 따라 표본의 일반적 개인특성변수와 같은 외부변수를 연구모형에 포

함시키지 않았다. 이들 변수들이 행정지도행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행정지도행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즉 

외부변수들 중에서 연구모형의 변수들 중 하나 이상과 외부변수가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행정지도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Ajzen & Fishbein, 

1980:82). 외부변수들의 잠재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여 실시한 경찰공무원 표본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와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및 그 영향요인의 평균별 차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평균비교 결과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및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등의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들 모든 변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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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찰공무원에 비해 남성 경찰공무원이 행정지도행태에 더 큰 영향력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력별에 따른 차이를 평균비교 결과 사회적 공익성과 조직풍토의 두 

변수에서 고졸과 대졸이상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공

익성의 변수에서는 고졸집단보다는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조직풍토의 변수에서는 대졸이상의 집단보다는 고졸집단의 경우에 조

직구성원간의 원할한 분위기와 조직간 협조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경향이 있

다.

  셋째, 근무지별에 따른 차이를 평균비교 결과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

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행태의도,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등의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

인되었다. 이들 모든 변수들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보다는 경찰서

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근무년수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업무구조,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의 변수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

었다. 이중에서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외적 규범적 신념,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의 변수에서는 11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내적 규범적 신념의 변수는 7~10년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긍

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의 변수에서는 4~6년간 근무한 경

찰공무원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근무년수는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외적 규범적 신념, 행태통제인식, 업무구조,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행태의도의 변수에 대해서만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예측하는 외부변수

로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계급별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공

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변수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사회적공익성,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정지도행태에서는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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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계급에서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내적 규범적 신념과 외적 규

범적 신념의 변수에서는 경장 계급에서, 개인적 업무달성에서는 경사 계급에서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계급은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주관적 규범, 행정지도행태, 

행태통제인식의 변수에 대해서만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예측하는 외부변수로

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근무기능별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객관

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및 행

정지도행태의 변수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 중에서 

고객관계,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서는 정보 ‧ 보안기능에 가장 긍정적인 응답

을 하였고, 사회적 공익성이나, 외적 규범적 신념의 변수에서는 교통기능이 가

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조직풍토의 변수에서는 경무기능이,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서는 수사기능이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 능동적 

행정지도행태 및 행태의도의 변수에서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예측하는 외부 

변수로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즉, 성별, 학력, 근무지, 

근무년수, 계급, 근무기능 등의 변수들이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연구 변수들

에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jzen & Fishbein의 

주장에 따라 성별, 학력, 근무지, 근무년수, 계급, 근무기능 등은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외부변수로서 부분적이나마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변수 역시 연구모형에 대하여 중요한 참고요인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으며(Ajzen & Fishbein, 1980:8-9),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능동적 행정지

도행태에 관해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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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가설검증 가설검증 가설검증 가설검증 결과의 결과의 결과의 결과의 논의논의논의논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적합하며 행태통제인식에 대한 곤란성의 변

수를 제외한 모든 가설들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능동

적 행정지도행태에 있어 계획행태이론이 설명하는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

제인식이 행태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행태통제인식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전

반적으로 모두 지지됨으로써 계획행태이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능동

적 행정지도행태 연구에 있어서 계획행태이론의 유용성을 설명해 주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가설의 검증 결과는 본래 의도하였던 본 연구의 목적을 지

지하였으며, 이 결과는 특히 개념적 모형의 토대로 삼았던 Ajzen의 계획행태이

론과 전반적으로 일치하였다.

  첫째,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는 행태의도와 행태통제인식으로부터 직접적인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계획행태이론이 합리적 행위이론 보다 설득력이 있는 

이론임을 알 수 있다. 행태의도(0.326)는 행태통제인식(0.274)보다 능동적 행

정지도행태에 대하여 더 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

보다도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는 행태의도의 제고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관적 규범(0.241)은 행태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행태통제인식(0.185),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0.152)는 행태의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주관적 규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행태이론의 태도 및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이 행태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함으로써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행

태통제인식이 행태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뿐만 아니라 실제 행태에 이르는 영

향 관계를 한 차원 높이 끌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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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무달성은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는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호의적인 기대와 사회적 공익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과 그리고 개인적 업무달성

에 대한 기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객관계

(0.263)와 개인적 업무달성(0.269)은 사회적 공익성(0.116)보다 행정지도에 대

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공익성보다 고객관계

나 개인적 업무달성의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행정지도 과정에서 관계 주민을 참여시킴

으로써 고객관계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익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

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는 법적인 근거 없이 시행하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적인 활동에 부당한 피해가 입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경찰서나 

지구대에 시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행정지도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행정

지도행태가 응급적이고 임시적인 행정지도 태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행정지도

와 관련된 입법의 적시성을 확보하여 행정지도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나. 주관적 규범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내적 규범

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경

찰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내적 규범적 신

념 뿐만 아니라 주변인 즉 가족, 동료, 이웃, 상관 등의 준거집단과 조직의 분

위기 등이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내적 규범적 신념(0.320)이 외적 규범적 신념(0.307)과 조직풍토(0.119)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거집단 영향력과 조직의 분위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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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이 우선함을 알 수 있다.

  외적 규범적 신념과 조직풍토의 변수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확대와 

행정지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국

민들에게 행정지도가 단속이나 법률적 규제와의 차이점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 행정지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스스

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지도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국민의 참여는 행정지도 능력을 보완하여 국민과 경찰공무원 간의 원할한 협조

가 이루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상호 충돌을 완화시킴으로써 행정지도의 효과

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내적 규범적 신념 뿐만 아니라 외적 

규범적 신념 및 조직풍토까지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행태통제인식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통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황여건과 업무

구조 등이 나타났고, 곤란성의 요인은 행태통제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찰공무원이 능동적 행정지도를 수행할 때 

예산, 인력, 재량권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업무방법의 쇄신성, 전문

성, 직무만족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행정지도 수행시에 어려움이나 복잡함 등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행정지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황여건 즉, 예산과 인력 및 

재량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능동적 행정지도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전

문성과 업무의 쇄신성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자질이 필요하다.

  첫째, 행정지도에 대한 일반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

역 주민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는 성질이 강하므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식과 상식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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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끌어가는 대응능력과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정확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복잡한 여러

사항을 다루어야 함으로 상황에 따른 행정현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통찰

력과 이해관계의 시비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가름할 줄 아는 판단력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도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는 전반적으로 경

사나 경위 이상의 계급에서 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수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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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사회가 복잡해지고 상호의존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은 국민에 대한 설득과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처리하거나 이해대립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현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현상이어서(Young, 1984), 행정지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지도는 사실행위성이라는 독특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주로 법제도 밖에 있었고, 

고도의 편의성으로 말미암아 행정 실제에서 다반사로 시행하면서도 능동적인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행정지도라는 

정책수단은 그 유연성을 통해 직접규제에 따른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고, 그 

대상인 국민과 협의 ‧ 조정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행정지도를 민주화할 수 있

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지시와 명령 위주의 권위

주의적인 행정전통으로 말미암아 행정지도는 초법적으로 시행되어 오히려 행정

기관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감을 심어 주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고객지향

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지도를 설명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해 왔다. 

  경찰공무원의 행정행위 중 행정지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데도 불구

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지도의 이론적인 면만을 연구하여 실제로 능동적 행정지

도행태에 등한시 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행정지도의 영향요인들이 실제행정현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경찰공무원이 

고객지향적인 행정지도행태를 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능동적 행정지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 

행태를 위한 제안점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계획행태이론을 통한 연구모형을 작

성하였으며, 각 변수들 간의 가설을 설정하여 영향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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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석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이론검토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대부분의 변수에서 경찰

공무원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직 ‧ 간접적인 요인이 확인되었다.

  둘째, 연구모형 및 t-test결과 대부분의 요인들에 대한 남 ‧ 여간의 인식의 

차이는 행태통제인식, 행태의도,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리고 학력별 t-test에서는 사회적 공익성, 조직풍토 등을 제외

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또한 근무지별 t-test에서는 상황여건, 업무구조, 

곤란성, 주관적 규범과 행태통제인식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응답자들의 근무년수, 계급, 근무기능별 차이분

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클수록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근무년수가 

길수록, 계급이 높을수록 변수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행태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 규범으로 나타났고, 상황여건은 행태통제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개인적 업무달성은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행정지도의 행태의도와 행태통제인식은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는 경찰공무원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인식시

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변수 중에서 행태통제인식에 대한 곤란성의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곤란성은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 수행시에 크게 고려되지 못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가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측정문항들이 

순수한 의미의 통제적 신념자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설문내용이 통제적 신

념을 기반으로 동기나 동기지향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 이들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구성 및 척

도개발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본다.



- 148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

적 구조를 살펴 봄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 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변수들을 토대로 요인

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들 간의 능동적 행정지도와 영향

요인들 간의 인과구조와 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객관계, 사회적 공익

성, 개인적 업무달성은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내적 규범적 

신념, 외적 규범적 신념, 조직풍토는 주관적 규범에 유의미하고 상황여건과 업

무구조는 행태통제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행정지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식은 행태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행태의도와 행태통제인식

은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과구조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 메카니즘에 대한 의미있는 몇 가지의 사실을 발견

하였으며, 이는 또한 선험적 이론들을 부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

미가 있었다. 몇 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는 ‘행정지도’를 과거의 행정법학

적 접근보다는 행정학적 접근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행정학적 측면에서 연

구가 미흡했던 이 분야의 이론 발달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 영향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줌으로

써 경찰공무원 개인적 차원의 행태결정과 정책적 결과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연결점으로 그 의미가 클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는 계획행태이론에 근거하여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 영향요인

을 검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행정이론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행정학에서는 계획행태이론모형을 적용하여 개인의 태도 및 행태에 관한 연구

를 시도한 것은 거의 없다. 특히 계획행태이론을 적용시킴으로써 행태적 결과

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지 ․ 심리적 행태계획과 동기가 어떤 의도하는 정책결

과를 야기하게 되는지, 혹은 그 반대로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의 원인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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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밝혀줌으로써 이론적인 의의가 크다.

  셋째, 행태통제인식이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

다. 이는 합리적 행위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시된 개념인 

행태통제인식이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계획행태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행정지도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인

식의 관계가 지지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영향요인들과 행태와의 관

계는 기존의 연구에서 증명된 사회심리학 이론에서 도입하였다. 따라서 경찰공

무원의 행정지도행태는 개인의 특정 행태를 예측하는데 있어 새로운 사회심리

학적 모형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수행할 수 있는 영향요

인을 규명하고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련 경찰공무원들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문제인식

과 이에 대한 정책수립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행정지도를 수행하

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지도의 규범적 측면에서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가 되기 위

해서는 행정지도의 방침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

게 할 때 행정지도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를 받는 고객

도 행정지도가 좀 더 예측 가능해질 수 있다. 「행정절차법」제6장 제51조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서 공통사항은 공표하도록”규정하고 있

고,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에 하달한 「2003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서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의 내용 ‧ 방침 ‧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

여 공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표된 행

정지도는 조직내 ‧ 외부간에 원할한 협조를 이끌어 낼 수가 있고, 경찰공무원

이나 가족, 상관, 동료들에 의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지도가 수행되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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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행정지도 태도 측면에서 사회적 공익성, 고객관계 개인적 업무달성등

을 위해서는 행정지도에 고객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지도에 

고객을 참여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고객에 대한 태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며, 사회적인 공익실현에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려는 태도

를 가질 것이다. 또한 행정지도는 법적인 근거없이 시행하기 때문에 고객의 일

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행정지도의 고객참여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경찰서나 지구대에 시달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지도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전에 관련 당사

자와 협의해서 결정하거나 관련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일반에 

주지시킴으로써 고객지향적인 행정지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 행태통제인식 측면에서 관련단체나 기관과 협

조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전문성, 업무량, 직

무만족, 직무쇄신성 등을 향상시키고 행정지도 실시 과정에서 형식적인 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단체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예산, 인력, 

재량권의 부족으로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지도가 많아서 행정지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

찰공무원이 행정지도시 관계 경찰공무원들로만 편성하지 말고, 관련 시민단체

나 민간인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시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가 적극적이고 자율적

인 능동적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지도의 평가적 행태 측면에서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를 객관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행정지도 실시 후 실적보

고로 끝나기 때문에 이를 분석 ‧ 평가해 다음 행정지도에 반영하는 장치가 마

련돼 있지 않아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행정지도

가 있었는지조차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또한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지만 관행이라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 행정지도를 시행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로 나누어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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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편익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평가결과 효과가 없을 때는 행정지도를 중단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정

부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통계를 발표해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

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설명해 주는 전체적 인과관계의 설명력은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것은 한정된 표본수와 경찰공무원의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와 그 영

향요인들을 주관적이고 간접적으로 측정한 데서 오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자료의 일치도가 높다고 하여 사회현상을 보다 잘 설명한다고 단정하지는 

못한다.36) 물론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책이나 사업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좋은 경찰행정(good policing)으로 발

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며, 이는 곧 고객지향적인 경찰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행정지도의 메카니즘을 일

반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한다. 더구나 이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대한 일반고객의 인식은 경찰공무원의 업무수행 영향에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37)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행정 서비스의 최종 전달자

36) Kennedy(1992)에 따르면 전형적인 설문방식의 사회과학 연구에서 모형과 자료가 지나치게 잘 일치한다

는 것은 우연히 특정자료의 조합이 잘 포착되어 과장된 경우가 많으며 실제 변수간의 관계를 왜곡하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반화된 조사방법의 충실성과 변수간 관계 해석에서 오

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얼마나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쳤느냐이다(목진휴 외. 1998: 51).

37) 고객관계의 측면에서 집행담당자와 고객의 인식과 태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어 고객의식 조

사를 생략한 것은 이 논문이 갖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목적을 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고객의 인식과 태도분석은 별개의 주제로 다루는 것이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

스에 대한 고객만족의 수준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성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논리적 가설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Stipak, 1979:)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보접근의 한계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경찰공무원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집행 메카니즘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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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찰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업무

수행의 구조적 메카니즘)가 정책적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수행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후속적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많은 정부규제가 풀리면서 간접규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해 왔던 행정지

도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지도가 더 나은 정책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행정지

도 현상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찰행정에서의 행정지도 뿐만 아니라 우

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간접행정지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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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에서 가장 적합한 항목에 귀하의 고견을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찰공무원의 경찰공무원의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행정지도행태에 행정지도행태에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요인에 요인에 요인에 요인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순수한 학술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능동적 행정지도행태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체크식으로 답하실 수 있으며 응답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에 

 생각하시거나 혹은 행동하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은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학술적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부디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와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05200520052005년  년  년  년  3333월    월    월    월    일일일일

지도교수 지도교수 지도교수 지도교수 : : : :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교    교    교    교    수  수  수  수  박  박  박  박  희  희  희  희  서서서서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원 원 원 원 : : : :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박사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  이  이  이  이  동  동  동  동  수수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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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고객관계고객관계고객관계고객관계

ⅡⅡⅡⅡ. . . .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공익성공익성공익성공익성

  능동적 행정지도란 경찰공무원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권고 등을 하는 행위로 적극적이고   

  자율적이며, 봉사적인 행정지도행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  문  내  용

전혀그렇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나의 행정지도 수행으로 고객에

  대한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나의 행정지도 수행으로 고객에 

  이익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지도  

 를 하겠다   

3.나의 행정지도 수행으로 고객요구  

 에 대해서 만족 시킬것이다

설  문  내  용

전혀그렇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자신의 행정지도 수행으로 사회적  

 인 공익을 실현 할 수 있다.

2.나의 행정지도가 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것이다.

3.나의 행정지도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4.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 행정지도 의지를 갖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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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업무달성업무달성업무달성업무달성

ⅣⅣⅣⅣ. . . . 외적 외적 외적 외적 규범적 규범적 규범적 규범적 신념신념신념신념

설  문  내  용

전혀그렇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나는 행정지도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2.행정지도 수행으로 업무성취감을  

 느끼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수행

 할 것이다.

3.행정지도 수행으로 나의 업무실  

 적에 이익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설  문  내  용

전혀그렇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나의 동료들은 내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나의 상관은 내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나의 가족들은 내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67 -

ⅤⅤⅤⅤ. . . . 내적 내적 내적 내적 규범적 규범적 규범적 규범적 신념신념신념신념

ⅥⅥⅥⅥ. . . . 조직풍토조직풍토조직풍토조직풍토

설  문  내  용

전혀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나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2.나의 적극적인 행정지도 조직  

 과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믿고  

 있다.

설  문  내  용

전혀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행정지도 수행으로 조직 또는  

 사회가 이익이 있다고 보는 분  

 위기이다.

2.행정지도 수행시 조직간 원할  

 한 협조가 된다고 보는 분위기  

 이다.

3.행정지도시 규정이나 방침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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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Ⅶ. . . . 상황여건상황여건상황여건상황여건

ⅧⅧⅧⅧ. . . . 업무구조업무구조업무구조업무구조

설  문  내  용

전혀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행정지도를 수행함에 있어 예산은

  충분하다.

2.행정지도를 수행할 인력은 

 충분하다.

3.행정지도를 수행할 때 재량권은

 충분하다.

설  문  내  용

전혀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행정지도시 업무방법을 

  쇄신하고 있다.

2.나는 행정지도시 전문성은

 갖추고 있다.

2.나는 행정지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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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ⅨⅨⅨ. . . . 곤란성곤란성곤란성곤란성

ⅩⅩⅩⅩ. . . . 행태지도에 행태지도에 행태지도에 행태지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태도태도태도태도

설  문  내  용

전혀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행정지도를 수행하는 일은                

  가치있는 일이다.

2.행정지도를 수행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3.행정지도시 고객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행정지도를 수행하는 일은

  어렵다.

2.행정지도를 수행하는 일은   

  귀찮다.

3.행정지도의 절차나 방법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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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ⅪⅪⅪ. . . .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규범규범규범규범

ⅪⅪⅪⅪI. I. I. I. 행태통제인식행태통제인식행태통제인식행태통제인식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사람들은 내가 행정지도  

 효율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2.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  

 가 행정지도 효율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행정지도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2.나는 행정지도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3.내가 행정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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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ⅪⅪⅪII. II. II. II. 행태의도 행태의도 행태의도 행태의도 (앞으로 자신이 능동적 행정지도행태를 위해 실천하고자 하는 행태)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나는 향후 행정지도의 

 행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

2.나는 향후 행정지도를 

 수행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

3.나는 향후 행정지도시 고객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겠다.

4.나는 바람직한 행정지도 

 수행을 위해 조직구성원간의 

 협조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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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ⅪⅪⅪV.  V.  V.  V.  능동적 능동적 능동적 능동적 행정지도행태행정지도행태행정지도행태행정지도행태

※ 행정지도 형태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  )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1. 관할구역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➀ 년 1회미만   ➁ 년 1회-12회   ➂ 월 2회-10회

   ➃ 월 11회-30회   ➄ 월 31회이상

2. 귀하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의 횟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➀매우적은편   ➁적은편   ➂보통   ➃많은편   ➄매우많은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1.나는 최근 한달 동안 행정지  

 도를 적극적으로 해 왔다 

2.나는 최근 한달 동안 고객지  

 향적인 행정지도를 해 왔다.

3.나는 최근 한달 동안 행정지  

 도 수행시 적극적 자세를 취  

 했다.

4.나는 최근 한달 동안 행정지  

 도시 조직구성원간에 적극적  

 인 협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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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는 행정지도가 법규적용으로부터 오는 행정지도 대상(자)들의 반발감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➀전혀아니다   ➁아니다   ➂보통이다   ➃그렇다   ➄매우그렇다

4. 행정지도를 받는 대상(자)들이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이나 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➀손실이 많다   ➁많다   ➂그저그렇다   ➃많다   ➄이익이많다

5. 행정지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➀전혀없다   ➁없다   ➂보통이다   ➃많다   ➄매우많다

6. 행정지도의 방법은 주로 어떤 행태였습니까?

   ➀대상(자)지로 방문, 구술지도   ➁대상(자)에 공문발송

   ➂대상(자)지에 단체지도 활동    ➃교육장등 기타장소로 소집 후 지도

7. 행정지도시 가장 많이 행해지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➀치안유지   ➁대민서비스 및 홍보   ➂교통질서    ➃수사 및 경비   

8. 바람직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한가지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을 어떻게 됩니까?

   ➀남자     ➁여자

2. 귀하께서 경찰에 근무하신 총 근무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➀3년이하   ➁4-6년   ➂7-10년   ➃1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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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현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➀순경   ➁경장   ➂경사   ➃경위이상

4. 귀하의 현재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➀경찰서   ➁지구대

5.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➀고졸       ➁대졸이상 

6. 귀하의 근무기능과 부서는 어디입니까?(❋주로 근무하는 기능 1가지만)

   가. 내 ‧ 외근 근무

       ➀내근     ➁외근

   나. 기능

       ➀경무     ➁방범     ➂ 교통    ➃정보 ‧ 보안

       ➄수사     ➅기타(경비, 외사, 감사등)

       

               ** ** ** **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성실하게 성실하게 성실하게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주신 주신 주신 주신 것에 것에 것에 것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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