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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경상북도 OO시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
로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 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 배포하였으며, 연구 자료 총 200부
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190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셀프리더십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의 지각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에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긍정적 심리 증진을 위해 전략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조직이나 개인이 지각하는데 다양
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긍정적 심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조직문화,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employees at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on self leadership. The study group was a group of employees 200 at a welfare
facility located in OO city, Gyeongsangbuk-do.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 subjects
from June 1st ~ July 31th of 2017 and 200 copi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fter excluding th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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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es with inappropriate responses. For the analysis method, we utilized the SPSS program to carry out a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first, the effects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lf leadership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mployees at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howed higher than average for both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lf leadership. Second, organizational culture of employees at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how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elf leadership.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eline data when developing programs for improving the self leadership of
employees at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Keywords : employees at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organizational culture, self leadership,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치매검진, 치매 치료관리, 실명예방, 돌봄 등의 사업
으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5
년 기준으로 13.1%를 차지하고 있다[1].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지원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다[2]. 따라서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조직문화의 영향력,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
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천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요
인이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직문화 요인이 이직의도를 줄인다고 설명하고 있
다[3 박지수].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조직문화는 조직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밝히고 있다[4 이영만]. 한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유형과 셀프리더십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조직문화 유형의 혁신지향과 관계지향은 소진과 부적 상관성이 나
타났으며, 위계지향은 소진과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5 임민경]. 이처럼 조직의 문
화유형은 이직의도, 소진, 셀프리더십과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요인으로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조직문화의 지각은 업무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
직문화와 관련된 요인은 이직의도와 조직효과성이 대부분이며, 셀프리더십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
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셀프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의
유연성 문화는 구성원들의 셀프리더십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통제성 문화의 영향력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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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3 정용근 외]. 또한 간호사의 경우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는 정적 상관관계가 이직의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4 최승혜 외]. 이처럼
개인의 심리특성은 자존감, 낙관성, 자기 통제감 등의 심리적 특성들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질 때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의 선행연구들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개인의 심리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심리특성과 관련된 요인은 리더십, 양육스트레스 등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 긍정적 심성, 직무만족은 이직의도를 낮추는 반면 소진과 대고객과의 관계갈등에서는 이직
의도를 높인다고 밝히고 있다[6]. 또한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스트레스, 피로, 직무만족도 요인으로 이직의도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
장하였다[7]. 한편 요양보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쳐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낙
관주의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8]. 이와 같이 기존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
도를 낮출 수 있는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며, 안정된 평생직장
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심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
무스트레스, 직무만족, 긍정심리자본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3-8]. 반면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와의 영향관계를 밝힘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 심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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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경상북도 00시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와 작성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20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190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상태, 종교, 시설형태 등으로 구성하여 조
사하였다.
2.2.2 조직문화
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한은하[5]가 사용한 조직문화의 측정도구 24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직
의 위계, 개발, 합리, 집단문화 내용의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김두영[9]이 사용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20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4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김미좌[9]가 사용한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정도구 18문항으
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5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정도를 넘어 신
뢰성을 확보하였다. 각 영역의 신뢰도 검증결과 조직문화 .695, 셀프리더십 .757, 심리적 임파워먼
트 .693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각 영역의 신뢰도
<Table 1> Verifying reliability in each area
구분
조직문화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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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수
12
11
10

Cronbach's 
.695
.757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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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
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α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고, 조직문화가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별은 남자 17명
(9.7%), 여자 173명(91.1%)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은 50대 103명(54.2%), 60대 이상 36명
(18.9%), 40대 30명(15.8%) 순으로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131명
(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 38명(20.0%), 대학교 졸업 20명(10.5%)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상태는 기혼 149명(78.4%)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 20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타
79명(41.6%), 기독교 48명(25.3%), 천주교 34명(17.9%), 불교 19명(10.0%),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10
명(5.7%)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형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179명(94.2%)으로 가
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신질환자생활시설 5명(2.6%), 양로시설 4명(2.1%), 장애인시설 2명
(1.1%) 순으로 대부분 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
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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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기혼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빈도
17
173
6
15
30
103
36
131
38
20
1
149
20
5
3
13

전체(N=190)

비율(%)
8.9
91.1
3.2
7.9
15.8
54.2
18.9
68.9
20.0
10.5
.5
78.4
10.5
2.6
1.6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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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종교

시설형태

48
34
19
79
10
179
4
2
5

25.3
17.9
10.0
41.6
5.3
94.2
2.1
1.1
2.6

3.2 조직문화,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기술통계
3.2.1 조직문화에 대한 기술통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조직문화
(M=3.1675)는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조직문화에 대한 기술통계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구분

빈도

조직문화

190

최소값

평균
(M)

최대값

1.21

4.83

3.1675

표준편차
(SD)
.40667

3.2.2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기술통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M=3.4050), 셀프리더십(M=3.2365) 순으로 전체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기술통계
<Table 4> Self-leadership, descriptive statistics on psychological empowerment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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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M)

표준편차
(SD)

셀프리더십

190

1.25

4.25

3.2365

.41537

심리적 임파워먼트

190

2.00

4.94

3.4050

.5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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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직문화,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조
직문화와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
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구분

조직문화

조직문화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421**

1

심리적 임파워먼트

.091

.183*

심리적 임파워먼트

1

*p<.05, **p<.01

3.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3.4.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에 대
한 조직문화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178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17.8%로 회귀모형을 설명하
고 있다. 또한 분산분석에서 F=40.599(p<.000)로 회귀식이 적합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조직문화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조직문화(β=.421, p<.000)는 셀프리더십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의 지각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
화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조직문화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Table 6>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Self-Leadership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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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유의도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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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1.873

.216

셀프리더십

.430

.068

8.683

.000

6.372

.000***

조직문화
.421

R²=.178, 수정된 R²=.173
F=40.599, P=.000
*p<.05, **p<.01, ***p<.001

3.4.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임
파워먼트에 대한 조직문화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018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1.8%로 회귀모
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분산분석에서 F=1.563(p<.000)으로 회귀식이 적합하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조직문화(β=.091, p<.213)는 심리적 임파워먼
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
직문화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종
사자의 조직문화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조직문화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Table 7>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Psychological Empowerment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B

상수
조직문화

심리적
임파워먼트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2.993

.332

.130

.104

R²=.018, 수정된 R²=.013
F=1.563, P=.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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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유의도

β

.091

9.018

.000

1.25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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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미용업 종사자의 심리적 특성과 이직의도 요인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0]. 이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의 지각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에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긍정적 심리 증진을 위해 전략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농촌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과 미용업 종사자의 심리적
특성이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유사하였다[5, 10]. 또한 안경사들의 성격특성 중
신경성만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향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11]. 이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조직이나 개인이 지각
하는데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영향력이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
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조직문화가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에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긍정적 심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심리특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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