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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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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조직몰입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2년 1월~6월까지 사업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
사회교육전문가 133명을 대상으로 개인특성(교육복지관련 연수시간, 현 학교 업무경력, 현학교
외 복지관련 업무경력, 전문직 정체성), 직무특성(다양성, 자율성, 피드백), 역할특성(역할모호
성, 역할갈등)과 조직특성(학교조직풍토개방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학교조직풍토 개방성은 전체 조직몰입과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율성은 전체 조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다양성은 전체 조직몰입과 정서적 몰입에 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역할갈등은 정서적 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문직 정체성은 규범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현 학교 업무경력은 정서적
몰입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 학교 업무경력과 현학교외 복지업무경력은 규범
적 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교
육전문가의 조직몰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조직몰입, 학교조직풍토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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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조직을 형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은 사
회조직의 틀 속에서 생활해간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은 조직에서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기도 하
고 조직을 통해서 사회의 공동목표를 성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인은 조직 내에서 경제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그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조직에 몰입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김흥수, 2008).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사
회복지조직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구성원들이 자기 일에 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
력하며 이는 사회복지조직 존재의 의미를 확보하는 차원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동기를 촉진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사회복지조직에서 구성원의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성과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강철희․김교성, 2003). 그러므로 최근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기
관 평가에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 등을 반영하는 등 조직몰입과 관련된 요인들을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기업, 학교, 군 등 사회복지의 2차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조직몰입
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2차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자신들이 사회복지
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
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타 전문직과의 중첩된 업무와 비협조, 비전문가로서의 인식, 역
할 갈등, 빠른 소진 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김은정, 2005; 이은선, 2011: 임경선, 2007; 최명민․
현진희, 2006; 최윤정, 2010; 한영태, 2012).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직생활에 부적응하거나 기관의 목적과 불일치를 경험하는 등 자신의 업무나 조직에
집중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 결국 이는 해당 조직을 떠나는 이직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2003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을 하
면서 학교 내에 교육복지 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교육복지사업은
교육 취약계층을 위하여 2003년 전국 45개 학교로 시작하여 2012년(10월 기준)에는 전국 1,480개
학교로 확대․운영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b). 이러한 교육복지사업의 확대는 학교 행정
가, 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프로젝트 조정자 등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는 학습지도를 주 업무로 여기며, 교육복지사업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
긴다(김윤정, 2010; 정택상, 2011). 따라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게 교육복지 관련 업무를 떠넘기
거나 역할분담이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단순 업무보조원 정도로 이해하거나, 과도
한 업무 등의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김정숙, 2011; 박철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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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총 사업 담당 경력이 21.1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수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이직을 하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한국교육개
발원, 2011b). 그러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많은 어려움과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
업의 성과를 위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기타 등 영역에서 다양한 인적․물적 자
원을 활용하여(한국교육개발원, 2012b) 학생들이 우울 및 불안, 사회성,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문
제행동 감소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a).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에
서는 교육복지체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 체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
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문가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권영진, 2008). 지역사회교육
전문가와 교육복지의 성과와 관련하여 교장이나 교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실제로 지
역사회교육전문가의 헌신적으로 과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1b).
이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높은 직무몰입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의 인식, 각
담당자 등의 인식에 따라 교육복지사업 내용과 질이 차이가 있다는 점(윤철수, 2004)에서는 조직
구조상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보였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대인 관계 기술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현장으로 전문적 기술
을 어떻게 축적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며, 조직의 목적달성이나 효과성,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결
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Mobley, 1982). 따라서 관련 전문가가 자신의 업무나 자신이 속한 기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지속해서 어려운 경험 등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나 숙
련된 전문가로서의 발전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또한
빠른 소진과 이직, 교육복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소홀, 업무의 미분화와 전문성이 실천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윤인수, 2011). 그럼으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본인 스스로 업무에
대한 안정감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교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도 학교조직에 속해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임을 고려할 때 교육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조직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조직몰입(Organization Commitment)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몰입(Organization Commitment)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조직과 동일시하고 공헌하는 것에 대
한 상대적인 강도(Mowday, Porter & Steers, 1982)로 정의되며, 전체 조직과 관련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장시간 지속하는 특성이 있다(Porter, et al, 1974). 또한, 직무참여, 이직, 결근, 조직시
민행동 등 많은 결과변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유효성의 유용한 예측 지표(Chen & Francesco,
2003; CooperHakim & Vieswesvaran, 2005; Farrell & Stamm, 1988; Porter et al, 1974)로도 활용되고 있
다. 따라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직무에서 전문성과 자율성, 다양성 등이 보장됨과 동시에 조
직 구성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결근, 소진, 이직을 줄이면서 조직구성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최대화하려는 조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진 및 이직, 조직 효과성
등의 선행 요인인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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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조직몰입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교육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및 효과성 측정(한국교육개발원,
2009; 2011a; 2012a),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및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김남이, 2010; 정
택상, 2011; 최진영, 2009), 역할(윤인수, 2011; 이유미, 2009; 이은선, 2011; 임경선, 2007), 소진 및
이직의도(김은주, 2012; 이지현, 2011; 정숭원, 2011) 등으로 학교 조직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상
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학교 내에서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수행하는 데 학
교 조직 내에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며,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사업에서 민간 전문인력으로 활동 중인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
의 조직몰입 현황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학교 내 교육복지사업 담당자인 지역사회교육전문가 133명을 대상으로 개인특성, 직무특성, 역
할특성, 조직특성과 조직몰입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 질문은 첫째, 지역사회교육
전문가의 개인특성, 직무특성, 역할특성과 조직특성의 현황을 알아보고, 둘째 지역사회교육전문
가의 개인특성, 직무특성, 역할특성과 조직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조직몰입(Organization Commitment, OC)은 1960년대 이후 산업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됐다. 조직몰입은 일종의 개인 조직에 대한 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
의 조직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와 몰두(involvement)의 상대적 강도”로 정의된다. 조직몰입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관해 Kelman(1958)은 조직에 대한 종업원의 정서적 애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Buchanan(1974)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 이와 관련한 자기의 역할 그리고 단지 조직 그
자체를 위하여 가지는 정서적 애착심이라고 한다. Mowday, Porter & Steers(1982)는 조직구성원
으로서의 개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하여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하는지를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고, Porter et al(1974)은 한 조직에 대한 개인의 일체화
(identification), 몰입(involvement)의 상대적 정도인데 한 조직의 가치의 내면화, 한 조직이 목표를
성취하도록 노력을 집중할 의사, 조직구성원으로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욕구라고 정의한다.
Allen & Meyer(1990)는 집단에 대한 한 개인의 감정, 정의를 기초로 한 애착이라고 하며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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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affective commitment), 유지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서적 몰입은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일체감 또는 관여,
조직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으로 정의되며, 유지적 몰입은 조직이 주는 보상 때문에 조직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몰입의 형태를 말하고 이는 다른 말로 조직이 물질적인 보상에 대해 계산될 수
있다고 하여 계산적 몰입, 조직이 보여준 보상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교
환몰입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원복, 2007). 그리고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남아야겠다는 의무감을
지각하는 것이다.
조직구성원의 태도로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비교해보면, 직무만족은 구성원 자신의 특정
작업환경과 관계가 있고, 불안정적이고 쉽게 변하는 특성이지만 조직몰입은 전체 조직과 관련되
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장시간 지속하는 특성이 있다(Porter, et al 1974). 따라서 직무만족보다
조직몰입이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다(Steers, 1988). 조직몰입이 주목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조직몰
입이 직무만족보다 이직을 예측(Elangovan, 2001; Koch & Steers, 1978)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며, 이
밖에도 조직몰입은 직무참여, 이직, 결근, 조직시민행동 등 많은 결과변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유효성의 유용한 예측 지표(Chen & Francesco, 2003; Farrell & Stamm, 1988; Porter et al, 1974)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
동 사이의 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Angle & Perry, 1986).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은 나이, 근속기간, 교육수준, 성별, 성격특성 등
이 비교적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졌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역할 관련 특성, 조직 구조적 특성,
작업경험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Mowday, Porter & Steers, 1982). Steers(1977)의 조직몰입 연구
에서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를 살펴보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개인특성(성취욕구, 연령, 교육), 직무특성(정체성, 선택적 상호작용, 피드백), 작업
경험(집단태도, 조직 신뢰성, 개인의 중요성) 등을 포함하고 결과변수로는 남고자 하는 욕구, 남
으려는 의도, 참가, 종업원 유지, 직무노력 등을 고려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기존 연구 중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정과 공정

<그림 1> Steers의 조직몰입의 모형

출처: R. T. Mowday, L. W. Porter, and R. M. Steers(1982), Employee-Oranization Linkages: The Psychology
of Commitment, Absenteeism, and Turnover, New York; Academic Press, p.30; 김원, 200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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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우, 조직구성원을 지지하는 환경 및 우호적인 관계 등과 관련된 직무경험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특성이론에 의하면, 직무의 중요 특성은 직무로부터 중요한 심리
적 상태를 얻게 되고 그 때문에 개인적 만족과 조직의 성과가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에게 어떻
게 직무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조직이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 구성원의 직
무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 다수의 연구는
Hackman & Oldham(1975)의 핵심직무특성인 다양성, 자율성, 정체성, 중요성, 피드백 5가지 영역
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다양성(김대원․박철민, 2003), 피드백(김대
원․박철민. 2003; 김용성, 2005), 자율성(김용성, 2005; 김정연, 2002; 오인근, 2003; 임성옥, 2008)
이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역할 특성에서도 조직몰입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역할(role)이란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이며, 역할은 직위(position)에 대한 기대이고 직무지
침서(Job descriptions)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개인 차원에서보다 전체 조직 차원에서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박영배, 2010).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역할갈등(김선근, 2006; 박기관, 2008: 한영
태, 2012)과 역할모호성(김대원․박철민. 2003; 김선근, 2006; 임성옥, 2008; 박기관, 2008: 한영태,
2012)은 조직몰입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역할명료성이라는 형태로 조사한 연구(고현철,
2003)에서도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할모호성이 조직몰입(조경호, 1997)과
하위척도인 감정적 몰입(김정연, 2002)이 조직몰입을 높인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그
렇지만 상반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은 조직몰입
을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직풍토는 느낌과 감정과 같은 조직에 대한 정서 상태와 관련된 부분으로 조직에 속
한 근로자들이 조직, 부서, 작업 집단과 같이 그들이 일하는 실체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지각’
으로 정의(김원형, 2009)되어 있듯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의 활동에 기초할 수 있기에 조직
에 몰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직풍토와 조직몰입간의 관
계를 살펴보면, 자율적(김현진, 2001; 임성옥, 2008; 황미경, 2007), 성취적(김현진, 2001), 협동적
(김현진, 2001; 임성옥, 2008; 황미경, 2007)와 합리적(정희욱, 2007), 민주적(임성옥, 2008; 황미경,
2007), 우호적인(임성옥, 2008; 정희욱, 2007; 황미경, 2007) 조직일 때 조직몰입을 높인다는 결과
를 보이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우영(2005)의 연구에서도 학교조직의 개방을 통한 환
경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학교 내 의사소통의 원활한 진행을 갖는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가장
중요한 요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일권(2003)의 연구에서도 학교조직구조와 풍토가 긍정적으로 인
식할 때 조직몰입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반면 조직 내 냉소주의(강영욱․이승철․김명희,
2008; 강철희․김교성, 2003)가 팽배하거나, 집권화된 경향일 경우에는 조직몰입을 낮추는 결과
(김대원․박철민, 2003)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조직풍토 개방성이 교사의 친교적(우호적 관계와
연대의식), 헌신적(소속 학교에 대한 긍지와 동료간 상호존중) 행동과 교장의 목표 지향적(솔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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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및 새로운 방법에 대한 시도 등) 행동에서 교사의 방관적(관심 등의 부족과 공동의 목표의식
에서의 대립) 행동을 제한 점수를 계산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학교 내에서 자율적, 합리적, 협
동적, 합리적, 민주적이고 우호적인 조직풍토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관인 학교라는 2차 현장에서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학
교 내 타전문직과는 다르게 자신의 업무적 특성이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역할적 특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학교라는 2
차 현장에 대한 인식, 자신의 직무와 역할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서의 전문적 기술 및 능력을 발전시키며, 조직의 목표를 지속적으
로 성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과 조직몰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계승하여 교육 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2003년 서울과 부산 45개교
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534개교로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
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 기존 지역(zone), 도시 중심에서 단위학교, 전국으로 대상을 확
대하였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사업 운영 자율성을 확대했고, 지역 유관 사업과 연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을 시행하였고, 2011년에는 사업학교가 1,544개교로 확대하였다. 사업 학교에서는 학
교 전체 학생이 포괄적인 지원 대상이지만, 개별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 진단에 기초한 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적용하여 우선지원학생 과 집중지원학생 으로 구분하여 학습, 문화․체
험, 심리․정서, 복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자원을 하며,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학교당
23.9개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b).
교육복지사업은 학교조직 내에는 담당부장, 담당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복지전담부서를 두고 있는데 2011년에는 전체 사업학교의 95.5%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리고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2011년 총 1,544개교 중 1,285명의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한국교육
개발원, 2012b). 그러나 교육복지전담부서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은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에게 일임되고 있으며, 이들은 혼자서 행정사무와 프로그램 운영, 자원동원, 학생 사
례관리 등 많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 또는 부장의 교육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한 경우 업무 수행에서 제약을 많이 받기도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교육지원청의
요구 및 학교관리자 및 교사와의 관계, 업무적인 갈등, 학교 내에서의 신분 불안정성 및 업무보
1)

2)

교육적 취약성이 핵심 원이 되는 저소득, 다문화, 북한 이탈, 기타 교육 취약집단 학생
2) 빈곤, 가정해체 등 중층적 취약성을 가진 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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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취급, 정체성, 역할모호, 역할 기대의 불일치로 인한 역할갈등, 과도한 업무와 불합리한 보
상체계 등을 겪고 있다(김정숙, 2011; 박철희, 2011).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조직몰입에 관한 안순희(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역할모호성과 관련하
여 전체 조직몰입과 하위척도인 규범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관리자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서적 몰입에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같이 2차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한영태, 2012)와
의료사회복지사(김진화, 2010)를 대상으로 역할관련 요인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타 전문직간의 팀워크가 좋지 않거나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이 높을
수록 조직몰입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소진 수준 또한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보다 높다는 연구(이지현, 2011)가 있으며, 학교 내에서 활동하
는 사회복지사가 직무 만족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연구(김은주, 2012) 또한 보이고 있
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이런 상황은 어느 특정 개인의 노력만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나타
날 수 있다. 교육복지사업이 2010년 500여 개의 학교에서 2011년 1,500여 개의 학교로 급격히 증
가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총 사업담당 경력이 짧다는 점 등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 경기, 충남․북 지역에서 학교 내 교육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2012년 1월~6월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지
역교육지원청의 프로젝트 조정자와 각급 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게 전화연락을 취한 후 사
전 동의를 거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게 전자메일 및 우편을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지역의 사업
학교 805개교(<표 1> 참조) 중 설문에 응답하여 최종분석에 활용한 사업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
문가는 133명이다.
<표 1> 각 지역별 전체 교육복지사업 학교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체
353
109
65
출처: 한국학교사회복지협회(2012)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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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17

71

※ 2012.10월 현재
충남․북
계
90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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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종속변수 : 조직몰입
본 연구에서는 Meyer & Allen(1991)의 조직몰입 3요소 모형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정서적 몰
입(조직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 유지적 몰입(조직이 물질적인 보상), 규범적 몰입(조직에 남아야
겠다는 의무감) 요소별 5개 문항으로 Lee et al(2001)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몰입에 대한
적용을 파악하고자 했던 척도로서 타당도, 신뢰도 검사를 거친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직몰입을 조사하는 데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5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정서적 몰입은 0.828, 유지적 몰입은 0.838과 규범적 몰입은 0.828이
며, 전체 조직몰입의 Cronbach's  는 0.769이다.
1)

독립변수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 관련 연수시간, 현 학교 업무경력(개월 수), 현 학교 외 타 복지업무
경력(개월 수)을 살펴보았다.
2)

전문직 정체성
사회복지 전문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Hall(1968)은 행동 준거로서 ‘전문조직의 활용’, ‘공
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자율성에 대한 신념’
으로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ll(1968)의 연구를 바탕으로 Snizek(1972)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영역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또 이를 토대로
Anderson(1977)이 전문직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측정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25문항의 척도를 완성하고 박종우(1994)가 수정․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0.476이다.
(2)

직무특성
직무특성은 JDS(Hackman & Oldham, 1975)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지각을 통한 다양성, 정체
성,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을 평가하였다. 첫째, 다양성은 근로자가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요구되는 정도이며, 둘째, 정체성은 근로자가 하나의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직무의 성과가 분명하고 가시적인 것과 함께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모두
완성하라고 요구하는 정도이다. 셋째, 중요성은 어떤 종업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인접한 조직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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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이나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며, 넷째, 자율성
은 직무가 제공하는 자유와 독립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은 종업원이 그의 직
무수행 결과로부터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얻어내는 정
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Hackman & Oldham(1975)의 Job Diagnostic Survey(JDS)에 근거하여 Sims, Szilagyi &
Keller(1976)가 개발한 척도를 이지우(1997)이 번역하여 사용한 문항 중 정체성과 중요성 문항인
경우는 제외한 다양성, 자율성, 피드백 3가지 영역으로 각 3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다양성 0.813, 자율성 0.855, 피드백 0.869이며 전체적인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0.868이다.
역할특성
역할(role)이란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박영배, 2010)으로서
집단 내에서 역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역할과 관련한 문제 중
다수의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는 역할갈등(role conflict)과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을 살펴보면, 역
할갈등은 지각된 역할과 실제의 역할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역할모호성은 기대된 역할과
지각된 역할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그림-2 참조>.
(4)

<그림 2> 역할 간의 관계

출처 : 박영배(2010). 현대조직행동관리, 서울: 청람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Rizzo, House & Lirtzman(1970)이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여 작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역할모호성과 역
할갈등 상황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는 역할모호성
0.781, 역할갈등 0.749이며, 전체적인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0.736이다.
학교조직풍토 개방성(Organizational Climate of School)
학교조직풍토를 진단하기 위하여 Halpin & Croft(1963)가 제작한 조직풍토 질문지(OCDQ)
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노종희(1990)가 개발한 한국판 학교조직풍토질문지(OCDQ-KOR:
Organizational Climate Description Questionaire-Korea)은 6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3개
차원은 교장의 행동을, 나머지 3개 차원은 교사의 행동을 기술하고 있다. 교장의 행동은 노종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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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판 학교장 지도성행동질문지(LBDQ-KOR)에서처럼 목표 지향성(goal orientation), 인간
지향성(teacher orientation), 그리고 관료 지향성(bureaucratic orientation)으로 기술되었으며, 교사들의
행동은 친교(intimacy), 헌신(commitment), 그리고 방관(disengagement)으로 기술되었다(노종희, 1990).
총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학교조직풍토 개방성
정도는 친교적, 헌신적, 목표 지향적 행동의 평균점수를 합한 후 방관적 행동의 평균점수를
제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개방성 정도란 학교조직풍토 개방성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서
상대적 개방성 또는 폐쇄성을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지수가 높으면 그 학교의 조직풍토는 더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조직풍토 개방성 지수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0.662이다.
(1988)

3. 자료처리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 18.0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 직무특성,
역할특성 및 조직특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기술분석과 조사도구에 대해 신뢰도분석을 하였다. 그
리고 각 요인 간이 상관분석을 시행한 후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구성요인에 대한 분석

년 1월~6월까지 교육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 133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 직무특성, 역할특성, 조직특성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설문에 응답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활동
지역은 강원(9.8%), 경기(12.0%), 광주광역시(10.5%), 서울(15.8%), 인천(41.4%), 충남․북(10.6%)이
다. 주전공분야는 사회복지학(82.4%), 아동․청소년학(8.4%), 기타인 경우가(5.3%), (평생)교육학
(3.3%)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으로는 대졸(60.6%), 대학원 석사졸업(수료)(23.5%), 대학원 석사
과정(12.1%), 전문대졸(3.8%)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평균 33.78세이고, 교육복
지사업과 관련한 연수시간은 대략 60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학교 업무경력은 2년이
안 된 상황(20.58개월)으로 조사되었고, 현학교외 복지관련 업무경력은 대략 3년 정도(39.24개월)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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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활동
지역
결혼
유무

N(%)

강원
경기
광주광역시
서울
인천
충남․북
미혼
기혼

13( 9.8)

주전공

16(12.0)
14(10.5)
21(15.8)
55(41.4)

최종
학력

14(10.6)
74(56.5)
57(43.5)

구분
사회복지학
(평생)교육학
아동청소년학
기타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석사과정
대학원석사졸업(수료)

나이
교육복지관련 연수시간(단위: 시간)
현 학교 업무경력(단위: 개월수)
현학교외 복지관련 업무경력(단위: 개월수)

N(%)
108(82.4)
5( 3.8)
11( 8.4)
7( 5.3)
5( 3.8)
80(60.6)
16(12.1)
31(23.5)

N

M(SD)

132

33.78( 8.32)

78

59.62(75.85)

130

20.58(17.32)

118

39.24(43.40)

조사대상자의 주요 변수 특성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주요 변수 중 전문직 정체성의
M=3.40이며, 직무특성으로는 ‘피드백’ M=3.72, ‘다양성’ M=3.66, ‘자율성’ M=3.37 순으로 나타
났다. 하위척도 중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피드백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자율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역할특성의 하위척도일 때 ‘역할모호성’ M=2.33, ‘역할갈등’ M=3.15으
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역할모호성보다는 역할갈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
역사회교육전문가가 느끼는 학교조직풍토 개방성은 7.75로 측정되었다.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의
M=2.93이고, 하위척도일 때 ‘정서적 몰입’ M=3.35, ‘유지적 몰입’ M=2.12, ‘규범적 몰입’
<표 3> 조사대상자의 주요 변수 특성

전문직정체성
다양성
직무특성 자율성
피드백
학교조직풍토개방성

N

M(SD)

132

3.40(0.24)

131

3.68(0.72)

131

3.35(0.87)

131

3.74(0.75)

132

7.77(1.63)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정서적 몰입
조직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
전체 조직몰입
역할특성

- 252 -

N

M(SD)

132

2.31(0.53)

132

3.10(0.60)

132

3.35(0.78)

131

2.16(0.72)

132

3.35(0.78)

132

2.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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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조직몰입의 하위척도 중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조직이 물질적인 보상과 관련된 유
지적 몰입수준이 가장 낮은 몰입을 보이고 있다.
M=3.31

2.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포함된 개인특성(교육복지관련 연수시간, 현 학교 업무경력, 현학교외
복지관련 업무경력, 전문직 정체성), 직무특성(다양성, 자율성, 피드백), 역할특성(역할모호성, 역
할갈등), 조직특성(학교조직풍토개방성) 관련 요인들 간 관련성 여부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조직몰입과는 전문직 정체성(r=0.284**), 다양성(r=0.356**), 자율성(r=0.242**), 피드백
(r=0.245**), 학교조직풍토개방성(r=0.531**)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
할모호성(r=-0.268**), 역할갈등(r=-0.256*)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위척
도로서 정서적 몰입인 경우 교육복지관련 연수시간(r=0.210‡), 현 학교 업무경력(r=0.233**), 전
문직 정체성(r=0.357**), 다양성(r=0.471**), 자율성(r=0.210*), 피드백(r=0.324**), 학교조직풍토개
1)

<표 4>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a

b

c

d

a

1

b

0.289*

1

c

0.052

0.022

d

0.231*

0.151

‡

0.110

1

e

0.138

0.175*

0.079

0.481**

e

f

g

h

i

j

k

l

m

1

1

f

0.059

0.246**

0.110

0.320** 0.318**

g

0.285*

0.246**

0.006

0.448** 0.624** 0.455**

h

-0.145 -0.233**

-0.127 -0.523** -0.558** -0.280** -0.607**

i

-0.063

0.023

-0.029

-0.016

-0.031 -0.230**

-0.092

1

0.143

0.200*

0.002

0.112

1
1
0.100

1

0.115

0.016

k

‡
0.210‡

0.233**

0.060

0.357** 0.471**

0.210*

l

-0.051

0.027

-0.070

-0.202*

-0.125

0.075

m

0.100

-0.031

0.022

0.374** 0.311**

0.178*

n

0.147

0.118

0.009

0.284** 0.356** 0.242** 0.245** -0.268** -0.256** 0.531** 0.764** 0.415** 0.768**

j

0.193

n

-0.210* -0.277**

1

0.324** -0.379** -0.337** 0.579**
-0.109

0.203*

0.074

0.020

1
-0.072

0.237** -0.311** -0.215* 0.420** 0.529**

1
-0.067

1
1

‡p< 0.1
※ a: 교육복지관련 연수시간, b: 현 학교 업무경력(개월수), c: 현학교외 복지관련 업무경력(개월수), d: 전문직 정체성, e: 다양성, f: 자
율성, g: 피드백, h: 역할모호성, I: 역할갈등, j: 학교조직풍토 개방성지수, k: 정서적 몰입, l: 유지적 몰입, m: 규범적 몰입, n: 조직몰입
** p< 0.01,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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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r=0.579**)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할모호성(r=-0.379**), 역할
갈등(r=-0.337**)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지적 몰입인 경우는 전문직 정
체성(r=-0.202*)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역할모호성(r=0.203*)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다. 그리고 규범적 몰입은 전문직 정체성(r=0.374**), 다양성(r=0.311**), 자율성(r=0.178*), 피드백
(r=0.237**), 학교조직풍토개방성(r=0.420**)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
할모호성(r=-0.311**), 역할갈등(r=0.-215*)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이전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아 이로 인
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살펴보는데 독립변수들 간 상관 계수의 최대치가 -0.607이었기에 일차적으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표 5>와 같이 시행하였
다. 다중회귀분석 입력방법 중 Enter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검증을 위한 요인으로는 개인특성(교
육복지관련 연수시간, 현 학교 업무경력, 현학교외 복지관련 업무경력, 전문직 정체성), 직무특성
(다양성, 자율성, 피드백), 역할특성(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조직특성(학교조직풍토 개방성)으로 총
10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자기상관
(autocorrelation)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F(분산팽창지수) 와 Durbin-Watson을 살펴보았다. 모든
변수가 VIF 값은 3이하, Durbin-Watson 값은 1.094~2.725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직몰입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개인특성, 직무특성, 역할특성과 조직특성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총 3개의 요인이 조직몰입 변량을 53.0% 정도를 설명하였
고( =0.530), 해당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F=6.770, p< 0.01). 조직몰입의 하위척
도인 정서적 몰입에 관해서는 총 4개의 요인이 정서적 몰입 변량을 66.7% 정도를 설명하였고
(  =0.667), 해당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033, p< 0.01). 유지적 몰입에 관한 결과
2)

3)

4)





자기상관(Autocorrelation) : 시계열 자료에서는 현재의 상태가 과거와 미래의 상태에 밀접한 연관을 지니
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자기상관 또는 계열 상관이 있다고 본다. 회귀분석에서 시계열의 관측값이 선
행된 관측값에 의존하여 자기상관을 보일 때, 즉 관측값이 선행 관측값들의 회귀관계를 갖는 현상을 자
기회귀라 함. Durbin-Watson의 d 통계량이 0~4범위의 값을 갖는데 d의 값이 2에 가까울수록 잔차값이 자
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활용(김두섭․강남준, 2000)
4) 분산팽창계수(VIF) :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나 분산이 다중공선성에 의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가를 나타
내는 지표로 사용. 일반적으로 VIF의 값이 10 이상일 때는 심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
또한, 
 를 사용하여 
 , 즉 대략 3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회귀계수 해석에 문제가 야
기될 수 있음(김두섭 강남준, 2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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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Enter)

<표 5>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
특성
직무
특성
역할
특성
조직
특성

교육복지관련 연수시간
현 학교 업무경력
현학교외 복지관련 업무경력
전문직 정체성
다양성
자율성
피드백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학교조직풍토 개방성
상수




값

F

** p< 0.01, * p< 0.05,

‡p< 0.1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

















0.000

-0.012

0.000

-0.000

0.000

0.011

0.000

-0.001

0.009

0.199*

0.004

0.104

-0.012

-0.250*

0.001

0.026

-0.001

-0.034

-0.001

-0.043

-0.003

-0.170

-0.001

-0.131

0.263

0.079

-0.602

-0.198

0.878

0.264*

0.180

0.088

0.364

0.353**

0.170

0.182

-0.021

-0.020

0.171

0.028

0.029

0.046

0.052

0.268

0.276*

0.114

‡
0.191‡

-0.104

-0.094

0.102

0.102

0.098

0.089

0.032

0.047

-0.142

-0.094

0.492

-0.029

-0.020

0.107

0.117

-0.260

-0.210*

0.061

0.054

-0.061

-0.050

-0.087

-0.115

0.259

0.516**

-0.027

-0.059

0.217

0.436**

0.150

0.490**

‡

0.363

조직몰입

‡

0.272

0.377

1.813

-1.911

0.093

0.667

0.135

0.493

0.530

12.033**

0.938

5.835**

6.770**

※ 업무경력은 개월 수로 측정

는 총 1개의 요인이 유지적 몰입 변량을 13.5% 정도를 설명하였으나( =0.135), 해당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938). 그리고 규범적 몰입의 결과는 총 5개의 요인이 규범적 몰
입 변량을 49.3% 정도를 설명하였고( =0.493), 해당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835,




p< 0.01).

전체 조직몰입에서 다양성(b=0.171. p<0.1), 자율성(b=0.114. p<0.1), 학교조직풍토개방성
(b=0.150, p<0.01)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개별변수로 파악되었다. 이는 다양성, 자율
성, 학교조직풍토개방성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척도인 정서
적 몰입에서는 현 학교 업무경력(b=0.009. p<0.05), 다양성(b=0.364. p<0.01), 역할갈등(b=-0.260.
p<0.05), 학교조직풍토개방성(b=0.259. p<0.01)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개별변수로
파악되었으며, 현 학교 업무경력이 많을수록, 다양성, 학교조직풍토개방성이 높아질수록 정서적
몰입이 높아지며, 역할갈등이 높아질수록 정서적 몰입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규범적 몰입
은 현 학교 업무경력(b=-0.012, p<0.05), 현학교외 복지업무경력(b=-0.003, p<0.1), 전문직 정체성
(b=0.878, p<0.05), 자율성(b=0.268, p<0.05), 학교조직풍토개방성(b=0.217, p<0.01)이 규범적 몰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변수로 파악되었으며, 전문직 정체성, 자율성, 학교조직풍토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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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질수록 규범적 몰입은 높아지며, 현 학교 업무경력과 현학교외 복지업무경력이 많을수록
규범적 몰입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요인들이 유의미한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된 계수인  의 절대값을 기준
으로 서로 비교해 본 결과로는 전체 조직몰입인 경우, 학교조직풍토개방성( =0.490**), 다양성(
=0.272‡), 자율성(  =0.191‡)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인 정서적 몰입
에서는 학교조직풍토개방성( =0.516**), 다양성( =0.353**), 역할갈등( =-0.210**), 현 학교 업무
경력( =0.199*) 순이고, 규범적 몰입은 학교조직풍토개방성( =0.436**), 자율성( =0.276*), 전문
직 정체성( =0.264*), 현 학교 업무경력( =-0.250*), 현학교외 복지업무경력( =-0.170‡)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교조직풍토개방성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년 1월부터 6월까지 교육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 133명을 대상으
로 개인특성(교육복지관련 연수시간, 현 학교 업무경력, 현학교외 복지업무경력, 전문직 정체성),
직무특성(다양성, 자율성, 피드백), 역할특성(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조직특성(학교조직풍토 개방
성)을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평균 33.8세이며, 대졸이 60.6%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 근무 학교 업무경력은 2년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2011년 교육복지사업
현황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참고하여 살펴보면, 2010년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전국 평균 33.5세, 현 근무학교 업무경력 25.1개월, 전체 사업 업무경력 28.4개월인 것(한국교육
개발원, 2011b)과 2012년 조사에서는 전국 평균 34.7세, 현 근무학교 업무경력 17.1개월, 전체 사
업 업무경력 21.1개월로 본 연구의 조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b).
2010년 현 학교 업무경력, 전체 사업 업무경력과 2011년과 본 조사와 비교해보면, 학교 내 업무
경력과 전체 사업 업무경력이 줄었다는 점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경력이 짧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 즉 대상자와의 긴밀한 관계, 학교조직에 대한 이해부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원활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복지 관련 연수시간
은 대략 6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는 걸로 나타났으며, 현학교외 복지관련 업무경력은 대략 3
년을 조금 넘는 수준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주요 변수 특성 중 총 조직몰입은 M=2.95이며, 하위척도인 정서적 몰입과 규범
적 몰입이 같은 수준을 보이고 유지적 몰입이 가장 낮은 몰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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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문가가 학교에 대해 감정적 애착 또는 정서적 유대감과 학교에 재직하고자 하는 의무감이
이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적 측면보다는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직몰입
수준은 사회복지사(강철희․김교성, 2003; 강철희․주명관․이상철, 2012; 신화식, 2010)와 사회복
지담당공무원(정지나․최낙관, 201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재경, 2004; 백효진, 2010)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점은 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보다 학교라는 조직에서
일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낮은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전문직 정체성은 M=3.40으로 조사되었는데, 교육복지사업에 교육지원
청 담당자인 프로젝트조정자(강수성, 2010)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송경은, 2012; 이유미, 2009)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전문직 정체성 수준보다 본 조사가 낮은 전문직 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역할수행 과정상에서 초기 경험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는
연구(윤철수, 2004)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업무 경력이 2년 내외임을 고려해
볼 때,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직무특성과 관련해서는 피드백, 다양성, 자율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자신
의 업무수행 결과로부터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얻어내
는 정도를 파악하는 피드백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
는데 업무의 절차를 결정하고 일정을 선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율성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
을 보인다. 사회복지사를 대상(강철희․김교성, 2003)으로 한 연구에서도 피드백이 가장 높은 수
준을 보인다는 점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시도 교육청에
대한 사업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였지만, 일선 사업 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자율성에 대
한 부분을 가장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내에서 교육복지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로서 사업 진행에 대한 자율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역할특성에서는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 중 역할갈등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기대된 역할과 지각된 역할 간에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지각된 역할과
실제 역할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더욱 크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교육전문가(이유미, 2009; 이지현, 201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재경, 2004), 의료사회복지사
(김진화, 2011)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역할모호성보다는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교조직풍토 개방성은 7.77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사립/공립)(최현옥, 2012), 초등교사(백
을희, 2008), 초중등교사(김길례, 2007)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일선 교사가 느끼는 학교조
직풍토 개방성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점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와 교사 간에 학교에 소속된 입장의 차이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
등한 수준에서의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뢰나 지시라고 느끼는 경우(김윤정, 2010) 등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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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대한 소속감의 부재, 소외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특성, 직무특성,
역할특성, 조직특성 간의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전체 조직몰입과 하위척도인 규
범적 몰입은 전문직 정체성, 다양성, 자율성, 피드백, 학교조직풍토개방성과는 정(+)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할모호성, 역할갈등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하위척도에서는 정서적 몰입일 때 교육복지관련 연수시간, 현 학교 업무경력, 전문직 정체
성, 다양성, 자율성, 피드백, 학교조직풍토개방성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지적 몰입은 역할모호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전문직 정체성
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직몰입과 하위척도인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전체 조직몰입에는 학교조직풍토 개방성과 다양성, 자율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
며, 모델 설명력은 53.0%로 나타났다. 하위척도에서 정서적 몰입일 때는 학교조직풍토 개방성(김
현진, 2001; 김정연, 2002; 황미경, 2007), 다양성, 현 학교 업무경력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으나, 역할갈등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모델 설명력은 66.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일 때 학교조직풍토 개방성, 전문직 정체성, 자율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며, 현 학교 업무
경력과 현학교외 복지관련 업무경력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델 설명력은
49.3%로 나타났다.
개인특성과 관련해서 정서적 몰입에서는 현 학교 업무경력인 경우가 정(+)의 영향을 미치지
만, 규범적 몰입에서는 현 학교 업무경력과 현학교외 복지업무경력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상
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현 학교 업무경력인 경우 상반된 결과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학교
에서 근무할수록 학교에 정서적 애착은 높아지지만, 학교에 남아야겠다는 의무감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근속기간과 관련해서 직무만족(박임순, 2011)과 소진(이지현, 2011)에
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으나, 이직의도(정승원, 2011)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
과도 있다. 전문직 정체성에 관해서는 규범적 몰입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무특성과 관련해서는 다양성은 전체 조직몰입과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김현진,
2001)을 미치며, 자율성은 전체 조직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정(+)의 영향(Mathieu & Zajac, 1990;
김현진, 2001; 김정연, 2002; 조희정․지재훈, 2010)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역할특성
에 관해 역할갈등은 정서적 몰입에서 부(-)의 영향(조희정․지재훈, 2010; Mathieu & Zajac, 1990;
Reicher, 1985)을 미친다. 조직특성인 학교조직풍토 개방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전체 조직몰입과 하위척도인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게 나타났는데
학교가 어떤 조직문화를 갖느냐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몰입, 충성심, 직무동기, 직무성과는 물론
조직성과와 혁신을 포함하는 여러 조직 요인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김진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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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기대와 인식에 상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이지혜․허남
순․김지일, 2011), 의료사회복지사의 소진위험요인(최명민․현진희, 2006)과 정신보건기관에 근
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조직효과성(고언교, 2009)에 관한 연구에서도 조직 환경이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위 결론을 바탕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근무 경력을 높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써 교육복
지사의 신분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업무경력이 2010년에 비해 줄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교육전문가들의 경력관리가 필요하다. 경력이 짧음으로써 오는 학교생활적응, 대상자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등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사회교육
전문가가 전문직 정체성이 낮음으로써 찾아올 수 있는 역할 혼란과 자신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전문직 정체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의 무기 계약직화가 확
대 및 궁극적으로는 교육복지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직무특성 중 피드백 수준이 높은 점과 역할갈등 완화를 위한 수
퍼비전 시스템 운영해야 한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대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 피드백 수준이 높다는 점과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느끼는 자신의 지각한 역할과
실제 역할 사이에서 느끼는 역할갈등을 줄일 방안으로서 수퍼비전, 컨설팅 또는 모니터링을 보
다 내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퍼비전이 조직몰입을 높인다는 연구(성희자, 2009)에서처럼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지지적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대부분이 사회복지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유
일한 복지업무담당자임을 고려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갈등 상황을
유연하여 대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과 타 전문가들 가운데 복지와 관련한 전문성을 보
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교장과 교육청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학교 내 구성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직문
화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기존 연구 대상자들보다 조직몰입 정도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조직풍토에 대한 인식이 학교 내 전문가 집단보다 낮고, 지역사회교육전
문가가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학교는 이들에게 2차 세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장과 교육청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게 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지
원 및 학교조직 구성원들이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학교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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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학교는 개방적 학교 문화를 유지하고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야 한다.
연구결과 학교조직풍토 개방성과 다양성, 자율성이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복지사업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나
학교조직이 경직되고 폐쇄적인 분위기를 갖는다면 교육복지사업의 성과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
론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사례관리, 가정방문,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등 다양하고 자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조직에 몰입을 더욱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조직문화를 개방적으로 조성하고, 지
역사회교육전문가가 전문가로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1,200여
명임에도 표본이 작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교육전
문가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인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특정 변수만을 사용
함에 따라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이 보완되길 바란
다.

참고문헌
강영욱․이승철․김명희. 2008.조직변화 냉소주의가 직무몰입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8(7): 243-301.
강수성. 2010.교육복지사업 조정자의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철희․김교성. 2003.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53: 257-283.
강철희․주명관․이상철. 2012.사회복지사의 조직공정성인식, 조직신뢰, 조직냉소주의와 조직
몰입의 통합적 관계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64(1): 31-52.
고언교, 2009. “정신보건기관의 조직문화가 사회복지사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현철. 2003.연구개발 조직구성원의 이중몰입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권영진. 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활성화방안: 노원지역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서
울: 국회의원 권영진의원실.
- 260 -

윤철수․좌동훈 /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김길례. 2007.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역할갈등과의 관계.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김남이. 2010.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대구교육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원․박철민. 2003.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도 영향변인의 경로분석.『한국
지방자치학보』15(4): 49-70.
김두섭․강남준. 2000. 『회귀분석』. 서울: 나남.
김선근. 2006.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및 경력몰입에 관한 이중몰입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성. 2005. “직무특성과 직무불안이 조직몰입과 노조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울산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 원. 2002. “조직몰입 개념화에 관한 연구.” 『영남이공대학 논문집』67-86
김원형, 2009.『조직심리와 행동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윤정. 2010.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 대한 담당교사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인식
차이분석.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 2005.타전문직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인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주. 2012.학교사회복지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연. 2002.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숙, 2011.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관계자간의 갈등: 그 현상과 본질.『교육사회
학 연구』21(1): 25-54.
김진화. 2011.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 2007.조직문화, 조직몰입 및 조직성와의 관계.『노동정책연구』7(2): 103-134
김현진. 2001.의료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흥수. 2008.조직몰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종희, 1988.학교행정가의 지도성 행동의 개념화 및 측정에 관한 연구.『교육학연구』26:
1-12.

노종희, 1990.학교조직풍토의 개념화 및 측정에 관한 연구.『교육학연구』28(2): 67-80.
박기관, 2008.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지방행정연구』22(2): 171-202.
박영배, 2010.『현대조직행동관리-조직행동과 다문화관리-』. 서울: 청람.
- 261 -

학교사회복지, 제24호

박임순. 2011.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한일장신대 기독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우. 1994.사회사업가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철희, 2011.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수행 장애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초등교육연구』
24(1): 199-226.

백을희. 2008.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만족도와의 관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백효진. 2010.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성균관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희자, 2009.수퍼비전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한국지역사
회복지학』28: 49-68.
송경은. 2012.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직무특성과 전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남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화식. 2010.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성결대학교 일
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순희. 2010.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
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인근. 2003.사회복지사가 지각한 직무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연세대
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인수. 2011.학교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경험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윤철수. 2004.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수행과정과 의미: 현실기반이론 접근.가톨릭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원복. 2007.직속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경희대학교 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미. 2009.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역할요인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한남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이일권, 2003. “학교조직건강 및 노사관계풍토가 교원노조교사의 이중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
육행정연구학연구』21(3): 191-212.
이은선. 2011.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교사의 역할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우, 1997.직무특성과 종업원 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직무몰입의 매개역할.『인사조직
연구』. 5(1): 87-122.
- 262 -

윤철수․좌동훈 /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이지혜․허남순․김지일. 2011.교육복지실의 의미에 드러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 D고
사례를 중심으로.『학교사회복지』21: 185-216.
이지현. 2011.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경선. 2007.한국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임성옥, 2008.사회복지사가 지각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및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의 구조적 관
계.『사회복지정책』32: 169-187.
정숭원. 2011.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정우영, 2005. “교사가 지각한 학교조직문화가 교사 효능감 및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23(2): 73-90
정재경. 2004.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요인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숭실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지나․최낙관. 2011.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조직몰입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 연구.
『한국자체행정학보』. 25(3): 195-221.
정택상. 2011.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참여에 관한 연구.한국
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희욱, 2007. “초등교사의 조직몰입에 대한 학교조직요인의 효과.『교육과학연구』38(2):
123-142.

조경호, 1997.공직몰입을 위한 공무원 인력관리방안.『한국행정학보』31(1): 57-75.
조희정․지재훈. 2010.의료서비스조직 여성근로자의 역할갈등, 양육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유
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보건의료산업학회지』4(1): 135-149.
최명민․현진희, 2006. “의료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질적 연구: 소진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국사회복지행정학 8(1):1-38
최윤정. 2010.기업사회공헌 종사자의 소진에 관한 연구: 기업사회공헌 종사자와 사회복지관종
사자의 비교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진영. 2009.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비교.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최현옥. 2012.공․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조직풍토 비교.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2012. 학교사회복지현황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9.『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1차년도)』. 수탁연
- 263 -

학교사회복지, 제24호

구 CR 2009-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2차년도)』. 수탁

. 2011a.

연구 CR 2011-09.

『 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기술보고

. 2011b. 2010
2011-03.

TR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3차년도)』. 수탁

. 2012a.

연구 CR 2012-31.

『 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기술보고 TR 2012-11.
한영태. 2012.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관련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미경, 2007.사회복지직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조직환경과 행정적 수퍼
비전 기능을 중심으로.『인사관리연구』. 32(4): 1-24
. 2012b. 2011

Allen, N. J., & Meyer, J. P. 1990.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 1-18.
Angle, H. L., & Perry, J. L. 1986. Dual Commitment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Climat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9(1): 31-50.
Buchanan, B. 1974.Build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ocialization of managers in work
organizations.Administrative Science Quaeterly. 22: 533-546.
Chen, Z., & Fransisco, A. 2003.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component of commitment in a
china context.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3): 465-489.
CooperHakim, A., & Viswesvaran, C. 2005.The construct of work commitment: Testing an integrative
framework.Psychological Bulletin 131: 241-259.
Elangovan, A. R. 2001.Causal ordering of stress. satisfaction and commitment. and intention to qui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Leadership and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22: 159-165.
Farrell, D., & Stamm, C. L. 1988.Meta-Analysis of the Correlates of Employee Absence. Human Relations
41(3): 211-227.
Hackman, J. R., & Oldham. G. R. 1975. Development of the Job Diagnostic Survey.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 159-170.
Hall, R. H. 1968.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 99-104.
Halpin, A. W., & Croft, D. B. 1963. The Organizational Climate of Schools. Chicago: Midwest
Administration Center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Kelman, H. C. 1958.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Three Processes of Attitude Chang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1): 51-60.

- 264 -

윤철수․좌동훈 /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Koch, J. L., & Steers, R. M. 1978.Job attachment, satisfaction, and turnover among public sector
employees.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 119-128.
Mathieu, J. E., & Zajac, D. M. 1990.A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Psychological Bulletin 108: 171-194.
Meyer, J. P., & Allen, N. J. 1991.Develop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During the First Year
of Employment: A Longitudinal Study of Pre- and Post- Entry Influences.Journal of Management 17:
717-737.
Mobley, W. H. 1982.Employee Turnover: Cause, Consequences, and Control.” MA: Addison Wesley,
1982.
Mowday, R. T., Poter, L. W., & Steers, R. M. 1982. Employee-Organization Linkages: The Psychology of
Commitment. Absenteeism. and Turnover. New York: Academic Press.
Lee, k., Allen, N. J., Meyer, J. P., & Rhee, K. Y. 2001.The Three-Component mod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 Application to South Korea.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0(4):
596-614.
Porter, L. W., Steers, R. M., Mowday, R. T., & Boulian, P. V. 1974.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Among Psychiatric Technicians.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9(5): 603-609.
Reicher, A. E. 1985.A review and re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3): 465-476.
Rizzo, J. R., House, R. J., & Lirtzman, S. I. 1970.Role Conflict and Ambiguity in Complex
Organization.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5(2).
Sims, H. P. Jr., Szilagyi, A. D., & Keller, R. T. 1976.The measurement of job characteristic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9: 195-212.
Snizek, W. E. 1972.Hall's professionalism Scale: An Empirical Reassessment.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 109-114.
Steers, R. M. 1977.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behavioral view. Santa Monica. CA: Goodyear.
Steers, R. M. 1988. Introduction to Organization Behavior. 3rd. ed.. Scott. Foresman Company.

논문접수일: 2013. 03. 10. / 논문심사일: 2013. 03. 15. / 게재확정일: 2013. 04. 12.
- 265 -

학교사회복지, 제24호
Abstract

Factors affecting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ommunity Education Specialists
*

**

Yoon, Cheul su

Jwa, Dong 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Community Education Specialists in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Plan. January to June 2012,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Personal characteristics(current school education welfare related training, school work
career, current school other welfare-related work career, professional identity), job characteristics(diversity,
autonomy, and feedback), the role characteristics(role ambiguity, role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the Openness of School Organizational Climate) for 133 Community Education Specialist
working in the schools. The data wa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8.0.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Openness of School Organizational Climate has positive effect on total
organization commitment, affective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Autonomy has positive effect
on total organization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Diversity has positive effect on total
organization commitment and affective commitment. Role Conflict has negative effect on affective
commitment. Professional Identity has positive effect on normative commitment. Current school work career
has positive effect on affective commitment. Current school work career and Current school other
welfare-related work experience have positive effect on normative commitment. Based on these findings,
discussed the plan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ommunity education specialists.
Key words : Education Welfare Priority Plan, Community Education Specialist, Organizational Commitment, Openness
of School Organizational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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