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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 범죄가 크게 증가하 으며, 이를 해결하기 한 디지털 포 식 분야 역시 꾸 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포 식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증거분석 의 요성과 업무 비 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디지

털 포 식 련 연구는기술 측면에 편향되어있으며, 수행 인력 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증거

분석 의 이직 의도 실증을 해 기존 이직 의도 련 연구에 다수 활용된 직무스트 스 등의 요인을 용하여 연구모델을

설정하 다. 최종 124명 디지털증거분석 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Smart PLS 3.0으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 디지털증

거분석 의 직무스트 스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확인하 고, 본 연구 결과로 디지털증거

분석 의 직무스트 스 이직 의도 개선에 유효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디지털증거분석 , 이직 의도, 직무스트 스, 조직몰입, 직무만족

Abstract  With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ies digital crimes also rapidly have been increased. For this reason, 

the digital forensics has an important role in investigating digital crimes. In particular digital evidence analysts have 

been responsible for more workloads as much increased as it reflects an importance of their task. However previous 

researches have more focused on technology, not much on their work circumstance and behaviors. This study is to 

draw out factors affecting job stress and its effects on their turnover rate as it consider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commitment. In this study, survey have been conducted targeting 124 personnel i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mart PLS 3.0. This study have proved tha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satisfaction, commitment and job turnover respectively which is borrowed from organizational concepts. 

There will b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 to improve work circumstance and secure digital forensic talent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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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컴퓨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장장

치가 개발되고, 디지털 기기들의 기능 한 확 되면서

디지털 데이터는 속히 증가하고 장되고 있다. 이처

럼 축 된 수많은 데이터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동인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지

능 범죄가 증가하는 시 에서 디지털 장장치에 남겨

진 데이터는 범죄 흔 을 밝히는 증거로 활용되어, 디지

털 수사에서부터 결에 향을 미치는핵심요소가 되었

다. 따라서범죄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포 식은 그 어느

때 보다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

는 36,060건으로 지난 5년간 26% 증가율로 꾸 히 증가

했다[1]. 이로 인해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 의 업무량

한 증가해 인력증원 재배치 등 업무환경 개선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한 정책 지원과 노력

이 부족한 실정이다[2].

디지털 포 식 업무환경 개선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에 합한 인력확보와유지가 필요

하며, 이를 한 실무 , 이론 연구가 선행되어야 되어

야 하지만, 재까지는 디지털 포 식 분야의 기술 편향

연구 혹은 문 인력의 필요역량 도출과 양성방안에

국한되어[3,4], 그 요성에 비해 상 으로 등한시 되었

던 디지털 증거 분석 의 심리 상태와 행동 측에 주

목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증거 분석 의 직무스트

스 요인 도출 뿐 아니라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 그리

고 조직몰입 요인의 상호 인과 계를 밝히고 이직 의도

에 미치는 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를 토 로 기존에 조직분야에서 일

반 으로 다 지지 않았던 새로운 직무를 연구 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조직이론의 용범 를 확 하며, 디지털

증거분석 의 업무환경 개선요인을 밝히는데 있어 이론

, 실무 시사 을 제시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장 서론에 이어 2장 련 연구 황에

서 디지털 증거분석 의 황 경찰 공무원의 직무 스

트 스, 조직몰입, 이직 의도와 련한 선행연구를 살펴

본 후연구의 개념 임워크를제시한다. 3장은 연구

모형 가설을제시하고 4장에서 연구 방법에 해 설명

한다. 5장에서는 데이터 분석 가설 검증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술하고 학문 ,

실무 기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련 연   현황

2.1 디지 거

경찰은 2004년 수사국 사이버테러 응센터 내 디지

털증거분석센터를 개소하여 디지털 포 식 업무를 담

하기 시작한 이래 2011년 디지털 포 식 조직을 확 하

여 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에 디지털 포 식 담

조직을 설치하 다. 재 디지털 포 식 담조직은 크

게 경찰청 사이버안 국 디지털 포 식 센터와 국 지

방경찰청 사이버안 과 디지털 포 식 의 두 가지 형

태로 구분된다. 이 경찰청 사이버안 국 디지털포

식 센터는 경찰직, 연구직 등 다양한 인 자원으로 구성

되어 정책지원 지원, IT 환경 분석 신규 추 기법,

도구 개발, 모바일 기기 분석기법 개발 디지털기기 증

거분석 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지방경찰

청에서 불가능한 신기종 분석매체 응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며 원활한 디지털 포 식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직 처리하고 있다. 반명 지방경찰청 사이

버안 과 디지털 포 식 은 각 수사 서에서 실제 분

석 의뢰되는 분석 매체에 한 증거분석 업무를 처리하

는 조직으로써 장에 가장 가까이 치하여 실질 디

지털 분석업무 장지원을 수행하고 있다[5].

본 연구에서 다루는 디지털증거분석 은 지방경찰청

디지털 포 식 소속으로 실질 디지털 포 식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지방경찰청별 2~7명 안 으로 배치

되어 2015년 기 46명의 분석 이 국 지방경찰청에

근무 이다.

이들의 연간 분석 처리 건수는 2015년 기 22793건,

1인당 분석 건수는 496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2년

200건, 2013년 244건, 2014년의 301건에 비해 수치가 증

가한 것으로써 디지털증거분석 개인의 업무 부담이 꾸

히 증가하고 있다.

2.2 직 스트레스

직무스트 스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심

리 평형 상태를 괴할 정도로 향을 주는 어떤 요인

이나 복합 요소가 존재하는 상태를 일컫는다[6].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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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는 조직구성원의 행태 성과뿐아니라 조직성

과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에서 조직행태

연구의 주된 심 역으로 다루어졌다.

직무스트 스의 연구 기 단계에서는 그 개념 정의

에 을 두었으나, 차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직무스

트 스의 원인 결과 변수를 도출하고 이러한 변수 간

의 계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7].

경찰공무원은 수행 업무와 조직구조상의 특성으로 인

해 많은 직무스트 스를 경험하기에 해외에서는 경찰공

무원을 상으로 한 직무스트 스 연구가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미한 수 이다[8].

직무스트 스의 유발 요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하

게 도출되었다. 그 직무 자체 련요인으로는 역할모

호성, 역할갈등, 역할과 , 역할과소, 잘못된 직무 설계

등이 있으며, 조직 리 요인은 리자의 행동, 리더십

부족 등이 있고, 조직 풍토 요인은 조직 분 기, 조직

내 인간 계, 부서 간 갈등 등이 제시되었다[9-12].

직무스트 스 요인은 분류 내용과 연구 목 에 따라

학자들 간 조 의차이를 보이지만, 크게 조직 내 요인

과 조직 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

는 조직 내 요인에 한정하고 기존 연구에서 공통으로

제시되는 역할갈등, 역할불명확, 역할과부담 3가지 요인

으로 직무스트 스 구성요인을 설정하고자 한다.

2.3 직 만족

직무만족이란 직무환경이나 직무수 에 한 태도

는 이들 태도의 집합에서 향을 받기 때문에, 직무자체

의 속성, 여수 , 승진의 기회, 감독수 , 동료수 등

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직무만족의수 이 결정되며

[13], 구성원들의 직무에 한 태도 측면인 직무만족은

조직성과 향상을 해 필요한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 리 분야 연구에

서 조직몰입과 더불어 가장 요하게 다 지고 있는 변

수 의 하나이다[14].

즉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 수 이 높을 경우, 조직

목표 달성을 한 개인의 헌신과 노력을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 기능을 수행하고공익증진을 목표

로 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을 때 경찰 개

인의 행복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에 한 헌

신과 사회 체의 이익을 기 할 수 있다[15].

2.4 조직몰

조직몰입은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 사이의 연계를 밝

히는데 요한 개념 하나로, 개인이 인지하는 조직목

표와 가치에 한 감정 동조로 정의할 수 있다[16].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에 해 느끼는 정 인식

으로 정의되고[17], 감성몰입, 계속몰입, 규범몰입 등 3가

지 요소로 세분되어 구분된다[18]. 감성몰입은 조직원이

조직에 느끼는 일체감의 정도, 계속 몰입은 조직을 떠났

을 때의 두려움, 규범몰입은 조직에 한 충성심과 사명

감 등으로 조직에 헌신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사회 안 과 질서유지를 목표로

조직구성원들의 통일된 행동과 충성이 요하게 여겨지

기 때문에 조직몰입에 한 향요인을 밝히고, 그 요인

들에 한 정 변화와 자극을 방안이 무엇인지 도

출하는 것이 요하기에 이와 련한 다양한 연구가 수

행되었다[12,19,20].

2.5 직 도 

이직은 크게 자발 이직과 비자발 이직으로 구분

할 수 있다[21]. 자발 이직은 임 , 임신, 근무조건, 감

독, 부양가족 등의 이유로 이직에 한 의사결정의 주체

가 조직구성원 자신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자발

이직은 해고, 일시해고, 강제은퇴, 질병, 사망 등의 이유

로 이직에 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조직이나 기타 환경

요인 등에 의해 향을 받는 경우를 뜻한다. 부분이직

련 연구는 자발 이직에 을 두고 진행되었다[7].

지 까지 경찰공무원의 이직 의도 련 연구는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

(-)의 향을 미치며, 이직 의도에는 정(+)의 향을 미

침을 확인하 다[7]. 한, 직무스트 스와 이직 의도 간

의 상 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직무스트 스가 이직

의도와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4,46].

경찰 들의 스트 스는 경찰조직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스트 스가 만성화 되는 경우 업무에 한 싫증

이나 무력감을 유발하여 직무에 한 만족감과 조직에

한 몰입을 하시켜 이직률이나 결근율을 높이거나 조

기 퇴직 등을 조장하며 결과 으로 조직 체의 업무성과

달성을 어렵게 한다[7]. 한편 일부에서는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향이 그다지 높지 않다

는 연구결과[23]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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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형  가 정

3.1연 형

본 연구는 지 까지 논의되어 온 직무스트 스, 직무

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 간의 계를 바탕으로 다음의

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구성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 가

3.2.1 직 스트레스가 직 만족에 미 는 향 

기존 다수의 직무스트 스 련 연구에서는 역할갈등

역할불명확과 같은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에 부(-)

의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으며, 높은 스

트 스가 직무만족도를 낮추는데 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22,25-28].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로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1을

설정하 다.

H1. 디지털증거분석 의 직무스트 스는 직무만족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역할과부담은직무스트 스의 일종으로 직무만

족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역할불명확은직무스트 스의 일종으로 직무만

족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 역할갈등은직무스트 스의 일종으로 직무만족

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직 스트레스가 조직몰 에 미 는 향

행정조직의 직무스트 스는 직무 환경과 직무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더욱 가 되고 이로써 조직몰입은더욱 어

려워진다. 조직몰입도가 높은 조직구성원들은 장기간의

근속연수, 높은 근무성과, 낮은 결근율과 이직률을 보이

기에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수 을 높이기 해 직무

스트 스를 낮출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20]. 한, 직

무스트 스가 조직몰입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28].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2를 설정하 다.

H2. 디지털증거분석 의 직무스트 스는 조직몰입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1. 역할과부담은 직무스트 스의 일종으로 조직몰

입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역할불명확은 직무스트 스의 일종으로 조직몰

입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3. 역할갈등은 직무스트 스의 일종으로 조직몰입

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직 스트레스가 직 도에 미 는 향

직무스트 스는 일반 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선행 연

구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스트 스는 이직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7, 22-24].

앞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 견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3을 설정하 다.

H3. 디지털증거분석 의 직무스트 스는 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1. 역할과부담은 직무스트 스의 일종으로 이직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2. 역할불명확은 직무스트 스의 일종으로 이직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3. 역할갈등은 직무스트 스의 일종으로 이직 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직 만족  조직몰 에 미 는 향 

경찰 의 경력과 지 는 직무만족과 상 계가 있으

며 조직몰입의 구성요인인 사기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29]. 한, 공무원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과 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여기서 조직몰입의 유형인 조직 동일시와 애착 등이 조

직몰입과 정(+)의 상 계가 있음을 확인했다[30-32].

이처럼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제시한 많은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 견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4를 설정하 다.

H4. 디지털증거분석 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5 직 만족  직 도에 미 는 향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 간 상호 계 검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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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며, 여기서 직무만족이 이직

의도를 이는 요한 역할을 한다는 부(-)의 향 계

를 확인했다[12,23,28,33,34]. 이에 따라 다음의 가설 5를

설정하 다.

H5. 디지털증거분석 의 직무만족은 이직 의도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6 조직몰  직 도에 미 는 향

경찰 의 스트 스는 경찰조직에 부정 인 향을 미

친다. 만성화된 스트 스는 업무에 한 싫증이나 무력

감을 유발하여 직무만족도와 조직 몰입도를 하해 결근

율, 이직률을 증 시키고 조기 퇴직 등을 조장하며 결과

으로 조직 체의 업무성과 달성을 어렵게 한다[7]. 이

처럼 조직몰입이 이직 의도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6을 설정하 다.

H6. 디지털증거분석 의 조직몰입은 이직 의도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

4.1 정 항목 개

본 연구의 변수들을 실증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재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 이를 해 검증된 변수를

심으로 디지털증거분석 에 합한 형태로 Table 1과

같이 조작 정의를 수행하 다.

조작 정의를 바탕으로 각 변수의 측정항목을 구성

했다.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문항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문항은 본 연구에 맞게 디지털증거

분석 의 특성을 반 하여 수정했다. 변수별 측정항목은

복수구성하고, 모든항목은리커트 7 척도로측정하 다.

Variation Operational Definition Ref.

Job stress
Role overload,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12],[35]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own work, Good
Relation with Supervisor and Peer

[12],[36]

Organizational
commitment

Commitment to organization,
Harmonize of organization
Fair evaluation of performance

[12],[36]

Turnover intention

Intend to quit current job, Intend to
work at another work, If I choose
work again, will not choose current
job again, Experience about job
research or resume writing recently

[23],[37]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4.2 료  수집과 답  특

본 연구는 재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

거나, 디지털 증거분석 경험이있는 경찰청 16개 지방

청 근무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회수된

총 150건의 설문 연구에부 합한 응답 26건을 제외한

총 124개의 데이터로분석을 수행했다. 설문 참여자의인

구통계학 특성은 Table 2와 같다.

Attribute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99 79.8

Female 25 20.2

Age

20-29 3 2.4

30-39 63 50.8

40-49 58 46.8

Level of
Education

Junior college 3 2.4

University 77 62.1

Post graduate 44 35.5

Work
Experience

1~5 years 54 43.5

5~10 years 37 29.8

10~15 years 23 18.5

Over 15 years 10 8.1

Work Position

Inspector 2 1.6%

Lieutenant 31 25.0

Sergeant 41 33.1

Corporal 50 40.3

Salary level

Below 2 million won 2 1.6

2~3million won 70 56.5

3~4million won 48 38.7

Over 4million won 4 3.2

Total 124 100%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N=124)

5.    가 검

5.1 신뢰   타당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은 Smart PLS 3.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기반으로 측정모델의 검증과 구조 모

델의 검증을 수행하 다. PLS를 이용한 분석은 수렴 타

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별 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의 검토가 필요하다[38]. 따라서 우선 측정변수

들이 개념에 잘 재되었는지 확인하기 해 확인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고, 수렴

별 타당성 분석을 수행 했다.

본 연구는다음의 세 가지 기 에 따라 수렴타당성평

가를 수행하 다. 첫째, 해당변수와각 항목과의 련정

도를 나타내는 표 화 경로계수(Standardized path

loadings) 값이 0.6보다 높고 통계 으로 유의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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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 각 변수에 한 CR(Composite Reliability)값

과 Cronbach’s Alpha값이 0.7 이상인지 확인 한다[39]. 마

지막으로 각 변수에 한 평균추출분산(AVE)이 0.5 이

상인지를 확인한다[40].

5.1.1 1차  (1st Order Factor) 수렴 타당

표 화 경로계수의 값이 기 치 이하로 결과값을

해시키는 문항 총 6개 (b5, d4,5, e2,5,6)를 삭제한 후, 분

석을 수행하여 다음의 결과를 확인하 다.

1차요인의 경우, 직무스트 스의 역할과부담(Role

overload, over), 역할불명확(role ambiguity, amb), 역할

갈등(role conflict, con) 각각의 부하요인 값 부하요인 값

(Std. Loading)이 0.6이상, AVE가 0.5 이상, Composite

Reliability가 0.7이상, Cronbach's Alpha가 0.7이상,

t-value가 1.96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한 직무만족 (Job

satisfaction, Sat),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

Com), 이직 의도 (Turnover intention, Turn) 각각의 부

하요인 값(Std. Loading)이 0.6이상, AVE가 0.5 이상,

Composite Reliability가 0.7이상, Cronbach's Alpha가

0.7이상, t-value가 1.96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하여 모든 요인에 한수렴타당성이 확

보되었다. 한 Table 3과 같이 AVE의 제곱근 값이 변

수 간 상 계 값보다 크므로 타당성을 확보하 다.

Factor Item Std.
Loading

t-value
AVE CR

Cronbachs
Alpha

Over Over1 0.86 43.96 0.75 0.94 0.92

Over2 0.91 92.85

Over3 0.82 34.67

Over4 0.86 51.01

Over5 0.88 53.69

Amb Amb1 0.84 2.92 0.79 0.94 0.91

Amb2 0.93 2.93

Amb3 0.94 2.93

Amb4 0.84 2.96

Con Con1 0.90 68.52 0.79 0.92 0.86

Con2 0.89 54.78

Con3 0.87 65.16

Sat Sat1 0.89 63.42 0.69 0.90 0.85

Sat2 0.82 29.53

Sat3 0.77 20.96

Sat6 0.85 46.28

Com Com1 0.85 50.57 0.77 0.91 0.85

Com3 0.91 74.52

Com4 0.87 52.50

Turn Turn1 0.83 28.48 0.62 0.83 0.70

Turn2 0.76 19.61

Turn3 0.78 19.98

Table 3. Convergent validity of 1st Order Factor

별타당성은 AVE 제곱근 값이 변수간의상 계수들

보다 큰 경우 타당성을 확보하 다고 할 수 있다[41,42].

Table 4의 1차요인의 별타당성 검증 결과를 보면,

AVE의 제곱근 값이 변수 간 상 계수의 값보다 크므로

타당성을 확보하 다 할 수 있다.

Over Amb Con Sat Com Turn

Over 0.87

Amb -0.05 0.89

Con 0.33 -0.23 0.89

Sat -0.29 0.52 -0.42 0.83

Com -0.27 0.51 -0.33 0.78 0.88

Turn 0.39 -0.17 0.25 -0.35 -0.42 0.79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of 1st Order

5.1.2 2차 (2nd Order Factor) 수렴 타당

Table 5와 같이 직무스트 스 하의 역할갈등, 역할부

담, 역할불명확,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는 모두

각각의 부하요인 값(Std. loading)이 0.6 이상이고 AVE

가 0.5이상, Composite Reliability와 Cronbach's Alpha가

0.7이상, t-value가 1.96이상으로 측정되었기에 타당성을

확보하 다고 볼 수 있다[43].

Factor Item Std.
Loading

t-value
AVE CR

Cronbachs
Alpha

Job
stress

Con 0.73 9,48 0.66 0.80 0.70

Over 0.60 7.61

Amb 0.71 9.11

Sat Sat1 0.89 62.59 0.69 0.90 0.85

Sat2 0.82 38.83

Sat3 0.77 20.56

Sat6 0.85 43.44

Com Com1 0.85 50.15 0.77 0.91 0.85

Com3 0.91 72.44

Com4 0.87 50.16

Turn Turn1 0.83 26.02 0.62 0.83 0.70

Turn2 0.76 17.49

Turn3 0.79 18.81

Table 5. Convergent validity of 2nd Order Factor

Table 6의 별타당성 분석결과를보면, AVE의 제곱

근 값이 변수간의 상 계수 값보다 크므로 본 모델은

별타당성을 확보하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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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tress Sat Com Turn

Job stress 0.81

Sat -0.44 0.83

Com -0.37 0.78 0.88

Turn 0.39 -0.35 -0.42 0.79

Table 6. Discriminant Validity of 2nd Order

5.2 가  검

측정모델의 신뢰성과타당성을 검증한 후, Smart PLS

3.0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해 구조

모형의 가설을 검증하 다. 부트스트래핑의 리샘 링

(resampling)은 1000회로 설정하 으며[44], 가설의 채택

기각 여부는 t-값의 기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지 단하 다. 본 연구는 양측 t-검정을 수행하 으며,

기 p-값에 해당하는 기각역 t-값은 각각 3.29 (p <

0.001), 2.58 (p < 0.01), 1.96 (p < 0.05)이다[45].

부트스트래핑 수행 결과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유의수 p <

0.001에서 채택되었으며, 직무스트 스가 조직몰입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유의수 p<0.01

수 에서채택되었다. 한, 직무스트 스가이직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유의수 p <

0.001에서 채택되었다.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4와 조직몰입이 이직 의도에 부(-)의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6은 유의수 p < 0.001에서 채택되었

다. 반면, 직무만족이 이직 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유의수 0.05의 벨에서 기각되었

다. 즉,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의 Table 7과 같다.

H Hypothesis β t-value Result Sig.

H1 Job stress -> Sat -0.62 8.92 Accept ***

H2 Job stress -> Com -0.14 2.65 Accept **

H3 Job stress -> Turn 0.22 3.43 Accept ***

H4 Sat -> Com 0.69 15.50 Accept ***

H5 Sat -> Turn 0.02 0.23 n.s -

H6 Com -> Turn -0.31 3.29 Accept ***

Table 7. Path coefficient

6. 결론

6.1 연 약

본 연구는 디지털 증거분석 의 직무스트 스와 직무

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 간의 계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디지털 증거분석 의 직무스트 스는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즉

디지털 증거분석 의 업무에 한 부담, 명확하지 않은

업무 지시, 업무 수행 발생하는 역할의 갈등 등은 직

무스트 스를 높여 자신의 직무에 한 만족도를 낮추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디지털증거분석 의 직무스트 스는 이직 의도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업무 부담,

업무 불명확성, 역할 갈등 등의 직무스트 스가 높아질

수록 이직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직무에 한 높은 만족도는 조직에

해 더 강한 애착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확인했다.

다섯째, 조직몰입은 이직 의도에 부(-)의 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 다. 조직에 한 애착과 소속감이 높을

수록 이직 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은 이직 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선행연구를 통해 직무에 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분석 의 직무

만족도에 따라 이직 의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연  시사점

본 연구는 디지털 증거분석 을 상으로 조직이론을

용하여 수행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가진다.

첫째 지 까지의 디지털 포 식 분야에서 이 진 조

직 연구가 경찰공무원등 직무특이성혹은 문성고려

없이 체 조직을 상으로 이 졌다. 하지만 본 연구는

경찰 공무원 내 문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디지털

증거 분석 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조직 연

구에 있어 직무 문성을 고려하여 연구범 를 확 했

다는데 시사 이 있다.

둘째, 디지털 포 식 련 연구에서 상 으로 등한

시 되었던 조직행동 개념 용을 시도 했다. 특히 직무

문성이 높은 직군을 고려하여 직무스트 스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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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밝히고, 직무스트 스에 따라 직무만족, 조직 몰입

이직 의도를 측하 다. 추후 증거 분석 인력 확보,

유지를 한 정책수립에 시사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수행된 디지털 증거 분석 의 직무

스트 스 요인 도출과 조직행동 측으로 해당 직무의

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

후 디지털 증거분석 직무의 애착과 조직 소속감을 높여

해당 분석 업무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6.3 연  한계점  향후 연 향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청내 디지털증거분석 은조직내 인력 충

원으로 인해 입직 경로가 기존 순경공채와 사이버 특채

자 등으로 다양하다. 입직 경로에 따라 직 , 담당업무,

여체계 등 업무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 환경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특채자에 한정하여 설문을 진행하 다. 추후 연구에서

입직 경로에 따른 증거분석 의 업무 환경의 차이를 고

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안 도출이 가능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디지털 증거분석 의 이직 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으나, 어떤 요인으로 인해

직무스트 스가 발생하고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나타

나는지에 한 구체 인 상황에 해 알아보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의 조직

측면, 환경 측면 등을 다룬다면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

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런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의 디지털

증거분석 을 상으로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 조직

몰입 등의 변수를 도입하여 이직의도를 확인하 다는데

학문 , 실무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의 업무환경 련 후속 연구의 기 자료로 가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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