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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뢰도 분석

표 1.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신뢰도

변    수 Cronbach의 알파

탈 진 감 .911

직무만족 .923

직무몰입 .869

Ⅱ. 기술통계 및 빈도 분석

표 2.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빈도
(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탈 진 감 164 23 111 58.70 14.731

직무만족 173 4 20 14.41 4.063

직무몰입 173 4 20 14.51 4.083

표 3. 탈진감 정도

탈진감 범위 빈도(명) 백분율(%)

하 23-53 53 30.6

중 54-84 109 63.0

상 85-115 2 1.2

무응답 9 5.2

합계 23-115 173 100

표 4. 직무만족 정도

탈진감 범위 빈도(명) 백분율(%)

하 4-9 17 9.8

중 10-15 84 48.6

상 16-20 72 41.6

합계 4-20 173 100

표 5. 직무몰입 정도

탈진감 범위 빈도(명) 백분율(%)

하 4-9 12 6.9

중 10-15 87 50.3

상 16-20 74 42.8

합계 4-20 173 100

Ⅲ. 상관관계 분석

표 6. 상관관계 분석

탈진감 직무만족 직무몰입

탈진감 1

직무만족 -.018 1

직무몰입 -.032 .793** 1

  주 :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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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탈진감과 조직 유효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탈진감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 연구에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많은 연구에서 조직 유효성의 지표

로 활용하는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으로 구성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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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탈진감과 직무만족의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S.E. 베타

(상수) 14.639 1.326  11.044 .000

탈진감 -.005 .022 -.018 -.227 .821

F .051
R2 .000

  주 : * P<.05, ** P<.01

표 8. 탈진감과 직무몰입의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S.E. 베타

(상수) 15.034 1.333  11.281 .000

탈진감 -.009 .022 -.032 -.413 .680

F .171
R2 .001

  주 : * P<.05, ** P<.01

표 9.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의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S.E. 베타

(상수) 3.026 .701  4.318 .000

탈진감 .797 .047 .793 17.022 .000

F 289.761**
R2 .629

  주 :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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