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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관 조직문화가
사회복지사 다중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3)

강종수(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이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조직문화유형을 중심으로 사회복
지사들의 직무몰입과 조직몰입, 경력몰입 그리고 관계몰입으로 대표되는 다중몰입(multiple
commitmen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Kimberly and Quinn(1984)의 네 가
지 조직문화유형을 중심으로 부산․경남지역의 39개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417명의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사들이 인식하는 지
역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는 집단문화와 개발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평행모
형 분석결과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집단문화와 개발문화로 인식
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네 가지 몰입유형 즉 직무몰입, 조직몰입, 경력몰입
그리고 관계몰입 모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합리문화는 조직
몰입과 관계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위계문화는 어떠한 몰입유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 인간중심적이고 창의성을 존중하며 외부
변화에 도전적인 문화를 형성할수록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유형의 근로몰입 수준은 높아지므로
이러한 조직문화적 특성을 감안한 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구조 등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핵심 용어 : 조직문화, 다중몰입, 사회복지관

* 이 논문은 2008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
해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토론자님과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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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역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는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과 기관 내부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조직구성원인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창조되고 발전되어 학습되는 기본 가정(basic
assumption)으로, Schein(1985)의 정의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인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공유된
가치(values), 신념(beliefs), 규범(norms)의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사회복
지관이 어떤 조직문화를 갖느냐에 따라 조직구성원인 사회복지사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몰입과 직무동기, 직무성과는 물론 조직성과와 혁신을 포함한 여러 조
직 요인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방
향과 힘을 주어 조직구성원들을 결합시키고 구성원들의 직장생활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면서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가 요소가 되므로 조직문화는 조직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김인수, 1995).
비록 어떤 유형의 공유된 문화가 존재할 경우 조직구성원들이 다양한 기회를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조직문화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추
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변화에 대한 저항 기능을 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Schneider,
1990). 하지만 공유된 가치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협력을 촉진시
키며 조직구성원들의 태도와 행태에 대한 규범으로 작용하여 조정과 통합을 용이하게 하
고, 기대되는 행위패턴과 조직이 지향하는 바를 암시하여 구성원들 간의 행위에 대한 지침
과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김호정, 2002). 특히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속한 조직은 어떤 조직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만들어 내며,
구성원들이 조직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면서 의사소통 방식, 의사결정 방식, 과업수행 방
식에 영향을 미쳐 조직 통합을 가져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에 큰 작
용을 갖는다. 조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Deal and Kennedy, 1982; Kilmann, 1984; 김영조, 2000), 조직성과와 서비스 질 향상
(Schein, 1985; Smircich, 1983; Mintzberg, 1983)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
라 기업조직을 제외한 휴먼서비스조직에서도 조직문화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초기의 ‘강한 문화가설’ 즉 강한 문화라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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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도(culture strength)가 조직성과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서 조직문화
의 특성과 상황 요인들 간의 적합성(fit)이 조직성과를 좌우한다는 상황적합적 접근
(contingency approach)과 특정한 문화특성 즉 긍정적인 문화특성 내지 바람직한 문화유형
을 갖고 있는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 성과가 우수하다는 특성론적 접근(trait
approach)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유형적 접근(culture type approach)으로 조직
문화를 유형화하고 이를 조직효과성과 연결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이는 조직문화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는 데 조직문화의 유형화
가 유용하고 관련현상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박
노윤, 1997; 이정주, 2005).
지역사회복지관은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어떠한 조직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유형의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
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임성옥,
2008; 김선동, 2006; 신운화, 2005; 황성철, 2003; 최승아, 2002; 강흥구, 2001 등)이 진행되었
으나 대부분 조직문화적 특성과 단편적인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가령 임성옥
(2008)의 연구는 중간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및 조직몰입의 구조적 관계를, 황성철
(2003)의 연구는 조직문화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강흥구(2001)의 연구는 조직문화
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등에 한정되어 있다. 조직문화는 조직자체와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체계에 근거하고 있고 이 가치체계는 조직의 목적이나
전략 및 제반행동에 관한 방향과 지표를 제공하며(Weiner, 1988), 또한 통제수단의 하나로
서 통제의 효과적인 사용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직 목표 수행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몰입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조직효과성 측정변수들
은 대부분 기능이나 기구, 인력 등 조직구조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어 지나치게 협소해 조
직의 전체 국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조직문화의 효과는 사회복지사의 다중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다. 사회복지사의 몰입(commitment)은 애착․동일시․충성심․신뢰․잔류욕구 등을 종합
적으로 내포하는 심리적 태도와 행위의사의 개념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심리적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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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denberg, Becker and Zvonkovic, 1995) 내지 일련의 행동들에 개인을 결속시키는 힘
(Cohen, 2003)을 의미한다. 더구나 자발적인 정서적 관여(정서적 몰입) 뿐만 아니라 일종의
의무감이나 사명감(규범적 몰입)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
이 조직몰입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일터에서 경험하는 근로몰입은 조직몰입
이외에도 다양한 몰입유형이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 몰입유형들이 조직구성원의 이
직이나 직무성과, 결근과 지각 등과 같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Weiner and Vardi, 1980; Blau, 1988, Cohen, 2003), 따라서 어느 정도 구별되는 특성을 갖
는다. 조직몰입은 결국 여러 몰입유형 중 하나에 불과하다(Morrow, 1993). 사회복지사는 일
터에서 동시에 하나 이상의 몰입에 노출되게 되어 가령 누구는 조직에 혹은 누구는 전문직
경력에 또는 그 둘 모두에 이중몰입 할 수도 있다(강종수, 2007a).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
관의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인 사회복지사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
과를 바탕으로 일터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몰입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단지 조직몰입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를 넘어 사회복지행정에 유용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유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현재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직무몰입(job commitment)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직 경력에 대한 경력몰
입(career commitment)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대한 관계
몰입(relationship commitment)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사 다중몰입(multiple commitment)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조
직문화유형 내지 차별적 관리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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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복지관 조직문화의 개념과 유형

조직문화란 거시적인 문화개념을 조직수준에 적용시킨 것으로, 문화란 라틴어 cultura에
서 파생된 말로서 구성원이 공유하는 신념체계이고(Mintzberg, 1983),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대와 신념의 양상이며(Schwartz and Davis, 1981),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비공식적인 이해(Cunningham and Gresso, 1993)이다. 따라서 조직문화는 조직의 개성
을 창출하고 결속시키며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신념, 이념과 관습(Pettigrew,
1979; Deal and Kennedy, 1982; 이학종, 1989), 또는 조직구성원들의 성격적 특성, 요구, 비
전, 철학, 신념 등 그 조직만의 문화적 특성(조인숙, 2005)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
해 보면 조직구성원에 의해서 공유되는 신념, 가정, 기대를 포함하고 조직의 상징물과 환경
을 지각하는 독특한 방식을 나타내주며 아울러 조직 내의 규범, 역할, 가치를 형성하는 개
념임을 알 수 있다. 조직문화는 1960년대 까지만 해도 분위기 또는 풍토(climate)로 불려
졌으나 Deal and Kennedy(1982) 및 Peters and Waterman(1982)의 저서가 같은 해 출판되
면서 일반화 되었고, 조직문화의 중요성은 문화가 갖는 상징적 역할과 그 상징성이 조직구
성원들을 변화시키는 변형 능력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조직문화의 유형은 특정 조직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하거나 문화특성과 조직구성원의 직
무태도나 조직성과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유용성 때문에 다양하게 시도되었다(서인덕,
1986; Quinn and McGrath, 1985; Quinn and Kimberly, 1984; Quinn, 1988; Deal and
Kennedy, 1982). 흔히 2분법과 4분법으로 분류되고(강흥구, 2001), 2분법은 주로 문화의 강
약에 따라 4분법은 보수와 혁신, 개방과 폐쇄로 구분되며,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Handy(1978)의 유형과 Kimberly and Quinn(1984)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
에 기반을 둔 유형이다. 경쟁가치모형은 원래 다양한 조직효과성 개념들을 정리 분석하기
위한 틀로 제시되었는데(Quinn and Rohrbaugh, 1981), 이후 조직유형(Quinn and Hall,
1983), 조직의 수명주기(Quinn and Cameron, 1983), 리더십유형(Quinn, 1988), 조직문화유형
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쟁가치모형은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크게 유연성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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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면 통제성을 강조하는가(통제성-유연성), 그리고 조직을 보는 관점이 미시적이고 내
부지향적인가 아니면 거시적이고 외부 지향적인가(내부지향-외부지향)를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하였다.

유연성(분산)
집단문화
(group culture)

개발문화
(development culture)

내부지향

외부지향
위계문화
(hierarchical culture)

합리문화
(rational culture)

통제성(집중)
자료 : Hoy, W. K., and Miskel, C. G. 1996. Educational Administration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5rd), New York : Random House.
[그림 1] Kimberly and Quinn(1984)의 경쟁가치모형에 의한 조직문화유형

이중 집단문화(group culture)는 유연성-내부지향으로, 인간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신뢰, 인화 단결, 팀워크 및 참여 등의 가치를 중시하며 인간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창
출하지만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행동에 있어서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즉 사회복지사의 인간
관계와 일체감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사 상호간의 친밀성, 유대감, 협조성을 중시하며 사회복
지관 관리자는 사회복지사에게 관심과 배려의 정도가 높은 문화를 의미한다. 둘째, 개발문
화(developmental culture)는 유연성-외부지향으로, 사회복지사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서 동
기를 유발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혁신, 성장, 창의성,
모험성, 그리고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자원획득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 즉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성과 신축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과 같은 창의성과 도전성을 중시하며 변화와
발전이 강조되는 문화를 의미한다. 셋째, 합리문화(rational culture)는 통제성-외부지향으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강조하면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특징이
있고, 생산성, 합리성, 경쟁력 등의 가치, 효율적인 과업수행과 합리적 목표달성을 중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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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문화라고도 한다. 즉 능률성을 강조하며 목표와 계획 수립, 과업수행, 실적과 성과위주
의 관리문화를 의미한다. 넷째, 위계문화(hierarchical culture)는 통제성-내부지향으로, 내부
통합 및 조정, 효율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분명한 위계질서와 명령계통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와 규칙을 강조하며 관리자는 대부분 보수적이고 행동이 조심스럽다. 즉 안정성과 현
상 유지를 지향하며 분명한 위계질서에 의한 명령과 지시가 강조되고 규칙과 절차에 의한
업무처리가 수행되는 문화를 의미한다. Zammuto and O'corner(1992)는 후에 이를 보다 단
순화하여 집단문화와 개발문화를 유연성문화로, 합리문화와 위계문화를 통제성문화로 재분
류하였다.

2.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관계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특정한 조직문화 유형이나 특성(cultural types and traits)과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고, 둘째는 문화의 강도적 측면에서 강한 문화(strong culture)와 조직
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며, 셋째는 조직문화의 유형과 다른 상황적 요인들 간의 적
합성(fit)과 조직효과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이중 강한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성공적
인 조직은 조직 나름의 독특하고 강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Peters and Waterman,
1982; Deal and Kennedy, 1982). 이러한 관점의 핵심은 가설 자체의 검증이라기보다는 우
수한 업적과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해 온 기업의 공통점을 추구한 결과, 강한 문화의 기준
과 속성을 밝혀내고 조직문화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한동우, 2002). 또한 조직문화의
강화는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조직몰입과 유연성을 향상시켜 직무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Denison, 1997; Peters and Waterman, 1982; Deal and Kennedy, 1982; Ouchi,
1981).
조직문화유형에 따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국 ‘특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효과성을 향상 시킨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사회복지조직과 같이 각자의 조직에 적합한
조직문화의 유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Deal and Kennedy(1982)는 성공적인
기업과 조직은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고유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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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제시한 연구로 Peters and Waterman(1982)은 실증연구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보이
는 기업은 공통적으로 8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Kilmann(1984)은 성공적인
조직이 되려면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행동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문화(adaptive
culture)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양적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Denison(1997)은 적응적인 과업수행 방식을
개발하는 문화와 참여적 의사결정 문화가 높은 조직효과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으며,
Hansen and Wernerfelt(1989)는 기업규모나 시장점유율 같은 경제적 요인과 조직문화의 조
직요인이 수익률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요인은 수익률 변량의 18.5%
를 설명하는데 비해 조직문화는 37.8%라는 두 배 가까운 설명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국내
에서도 정준교․박상언․김영조(1996)의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조직성과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강정애(1997)의 연구에서도 건설형 조직문화유
형이 조직몰입과 직무동기 그리고 직무만족도 등의 조직성과에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김호정(2002)의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유
형에 따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의 크기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 직무만족에서는 집단문화와 개발문화가, 조직몰입에서는 합리문화와 집단문화 그리고
개발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Rondeau and Wager(1998)은 캐나다
병원 CEO들을 대상으로 집단문화유형과 종업원의 사기 및 조직몰입간의 상관관계를 검토
한 결과 높은 관련성이 입증되었고, 국내에서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 장금성․김영숙․김안
자(1996), 조희숙(1999)의 연구에서도 개발문화로 인식하는 경우 조직몰입 등의 조직유효성
과 효과성 지표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조직에서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적합유형과 직무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한동우
(2002)의 연구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Quinn(1988)의
경쟁가치모형의 관점에서 조사한 결과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직무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개방체계형의 조직문화가 지배적인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 가장 높았으며, 이직의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부과정형의 조직문화
가 지배적인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가장 낮았고, 이직의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문화와 직무성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개방체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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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적 특징이 강할수록 인간관계형의 특징도 강하고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높아지고
이직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 즉 개방체계형과 인간관계형의 조직문화 형성은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하고, 가족과
같은 조직분위기 속에서 구성원들 상호간의 업무협조나 일체감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전반
적인 조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다(한동우, 2002). 또한 임성옥(2008)의 연구에서는
우호․협동적인 조직문화에서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민
주․자율형이며 반면에 관료․권위형과 과업․성취지향형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는 않지만 조직문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외에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한 강홍구(2001)의 연구에서 의료사회사업가는 개발문
화로 인식하는 경우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최승아(2002)의 연구에서
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집단문화만이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황성철(2003)의 연구에서는 역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집단문화와 개발문
화를 포함한 유연성문화로 인식하는 경우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영준(2003, 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조직문화가 조직유효성에 직접적인 인과효
과를 가지며, 임파워먼트 특성을 통해 조직유효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간접적인 인과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집단문화와 개발문화는 임파워먼트 특성의 보상제도와 피드백 제공에
영향을 끼치며 조직유효성에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복지사의 임파워먼트 특성을 고려한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는 조직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학이나 경영학 분야에서의 선행연구와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들의 결과를 통해 조직문화는 비록 주로 조직몰입 내지 임파워먼트에 한정되기는 하였지만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제시된 조직효과성 측정변수들이 다양하다. 그것은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이 다르고, 따라서 그것을 설명하는 준거 은유(referent metaphor)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중몰입의 네 가지 몰입유형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다른

1) 개방체계형은 본 연구의 개발문화와 그리고 인간관계형은 본 연구의 집단문화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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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가령 직무몰입은 객관적인 과업요구에 대한 것이므로 단기적
이지만 경력몰입은 여러 직무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장기적이며 개인이 갖는 주관
적 내지 내재적인 직업에 관한 것이다. 또한 조직몰입은 제도적이거나 제도의 목표에 대한
몰입이지만 경력몰입은 자신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목표와 관련된 것이다(Colarelli and
Bishop, 1990).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효과성 제고를 위해 조직몰입
이외에 사회복지사의 직무몰입과 경력몰입 그리고 관계몰입으로 구성된 다중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가․나형 종합사회복지관
이며, 사전 전화통화로 조사의 개요를 알려 조사에 응한 복지관을 대상으로 요청한 부수만
큼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조사는 우편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표집은 부산
소재 29개 및 경남소재 15개 도합 44개 지역사회복지관에 구조화된 설문지 700부를 배포하
고 이중 39개 지역사회복지관으로부터 463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66.14%이다. 다만 결측값
이 많고 다소 일관된 중앙값을 보이는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417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4.0 for Window를 사용하였다.

2. 다중몰입 연구방법론

다중몰입에 관한 연구방법은 현재 알려진 것이 없고, 다만 이중몰입(dual commitment)의
네 가지 방법 즉 분류적 접근, 차원적 접근, 단일 측정법 그리고 평행모형접근법을 확장하
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2) 우선 분류적 접근법(taxonomic approach)은 몰입 대상별로 측
2) 각 연구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종수(2007a)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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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평균이나 중앙값 등의 어떤 기준치를 기초로 높음과 낮음으로 양분하여 범주화한
후 각 집단별로 비교하는 방법이고, 차원적 접근법(dimensional approach)은 몰입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단일측정법(single measure approach)은 설문지를 개발하여 직
접 측정하거나 각각의 몰입대상별 몰입을 이용하여 단일측정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은 많은 오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Gordon and Ladd, 1990, Jeong,
1990). 마지막으로 평행모형접근법(parallel model approach)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집단의
독립변수들을 사용하여 회귀식을 구한 다음에 회귀식 간의 동일 혹은 대응하는 독립변수들
의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특정 독립변수가 두 종속변수의 공동 결정 요인인지를 밝히는 방
식이다(Fukami and Larson, 1984 ; Jeong, 1990).

Y₁ = a + b₁x₁+b₂x₂+b₃x₃+ … +bｎxｎ ....... (1)
Y₂ = c + d₁x₁+d₂x₂+d₃x₃+ … +dｎxｎ ....... (2)

Y₁: 조직몰입도, Y₂: 경력몰입도
a, c : 상수, b₁… bｎ, d₁… dｎ : 회귀계수, x₁… xｎ : 독립변수

위 회귀방정식(1)은 조직몰입을, 식(2)은 경력몰입을 각각 종속변수로 한 것으로, 평행모
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와 회귀계수의 부호를 두 식간에 비
교하여 공통결정요인을 파악한다. Jeong(1990)은 다중변량 검정(multivariate test)을 이용할
경우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이중몰입도가 갖는 의미와 공통변수가 갖는 중요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지만, 평행모형을 사용하여 다중변량 검정보다는 많이 완화된 각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결과와 회귀계수의 부호를 두 식간에 비교하여 공통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몰입의 평행모형접근법을 네
가지 몰입유형에 확장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네 가지 몰입유형별 회귀식에 평
행모형을 사용함으로서 특정 조직문화유형이 제시된 네 가지 사회복지사 몰입유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결정요인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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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크게 조직문화와 사회복지사 다중몰입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지역사회복지관

조직문화유형은

Kimberly

and

Quinn(1984)의

경쟁가치모형

(competing value model)에 따른 네 가지 조직문화유형인 집단문화, 개발문화, 합리문화, 위
계문화로 분류하였다.
우선 집단문화는 사회복지사의 인간관계와 일체감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사 상호간의 친밀
성, 유대감, 협조성을 중시하며 사회복지조직의 리더는 사회복지사에게 관심과 배려의 정도
가 높은 조직문화를 의미하고, 측정은 예를 들어 ‘가족 같은 분위기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는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개발문화는 외부의 사회복지환경에 적응성과 신축
성을 특징으로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과 같은 창의성, 모험성, 도전성을 중시하는 문
화로 사회복지조직의 변화와 발전이 강조되는 문화를 의미하고, 측정은 ‘창의적인 사고와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존중한다’는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합리문화는 성실성, 능률성,
합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목표와 계획 수립, 능률적인 과업수행, 실적과 성과 위주의 관리
방법을 선호하는 문화를 의미하고, 측정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상한다’는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계문화는 사회복지조직 내부의 안정성과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문화로 분명한 위계질서에 의한 명령과 지시가 강조되고 업무 처리는 엄격한 규칙과 절차
에 의해 수행되는 문화를 의미하고, 측정은 ‘엄격한 상하관계로 업무수행을 통제한다’는 등
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서인덕(1985)이 Quinn의 경쟁가치모형에 근거하여 개
발한 29문항을 토대로 사회복지관에 적합한 3문항씩 추출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역점수 없이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들 조직문화유형변수들은 해당 문항의 합
으로 복합지표화(composite index)하여 평균값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
을수록 조직문화유형별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α
=.83이었으며, 조직문화유형별로 개발문화는 Cronbach's α=.83, 집단문화는 Cronbach's α
=.89, 합리문화는 Cronbach's α=.77, 위계문화는 Cronbach's α=.81이었다.
사회복지사 다중몰입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job commitment)와 근무하는 조직
(organizational commitment), 종사하는 사회복지전문직의 경력(career commitment)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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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relationship commitment)에 동시에 정서적으
로 애착하고 규범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측정도구는 Allen and Meyer(1990)가
제시한 하위구성요인 중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과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으로 개념화하여 Cohen(2003)이 제시한 다중몰입 매트릭스모델에 따라 각 몰
입유형별 선행 척도를 바탕으로 문항을 작성하여 측정하였다.3) 계속적 몰입을 제외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의 계산에 의해 나타나는 비자발적 몰입이므로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강신규, 2002) 둘째, 선행연구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높
은 상관관계(r)를 보여주고 있어 판별타당성과 구성타당성 모두 의문시되며(Meyer and
Allen, 1991) 셋째, 인과변인들의 실제 움직임이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지 않고 넷째, 인과변
인들이 완벽하게 상호배타적일 수는 없다는 지적(김상욱, 2002)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복지
사를 대상으로 한 문영주(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조직을 바
꾸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적 조직문화상 하위 척도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강철희․김교성(2003) 등의 연구에서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직무몰입은 Cronbach's α=.92, 조직몰입은
Cronbach's α=.93, 경력몰입은 Cronbach's α=.93, 관계몰입은 Cronbach's α=.90이었다.
이러한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
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의 추출모델은 관측된 요인
의 선형결합인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법으로, 회전방식은 직각회전인
베리맥스(varimax)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유치(eigenvalue)는 1, 요인적재량은 .40 이상의 기
준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2>와 같이 변수들은 예상된 구성개념에 대해 일관적
이었다. 조직문화변수와 다중몰입변수의 요인적재량은 각 .71～.89, .66～.82로 나타났으며,
KMO 표본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각 .85, .95로
나타나

비교적

정확한

표본이었다.

또한

Bartlett

구형성검정(sphericity)은

2527.10(p=.000), 8099.84(p=.0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사회복지사 다중몰입의 측정과 판별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강종수(2007b)를 참고 바람.

- 43 -

각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권 제2호(통권 제23호)

<표 2>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계수

변수

문항
수

조직문화

12

요인
적재량

회전
제곱합

분산
%

개발문화

3

.71～.84

2.15

17.96

집단문화

3

.81～.89

2.76

22.72

합리문화

3

.77～.85

2.23

18.62

위계문화

3

.80～.82

1.98

16.53

다중몰입

KMO
측도값

Bartlett
구형성검정

.85

2527.10
(***)

크론바하
알파(α)
.83
.89
.77
.81

23

직무몰입

6

.66～.79

4.44

19.29

조직몰입

6

.75～.82

4.66

20.24

경력몰입

5

.77～.82

4.46

19.29

관계몰입

6

.73～.81

3.55

15.42

.95

8099.84
(***)

.92
.93
.93
.90

***p<.001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총 417명 중 남성이 94명(22.5%)이고, 여성이 323명(77.5%)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276명(66.2%), 30대가 115명(27.6%), 40대가 24명(5.8%)으로 나타나 20대～30대의 젊은 연
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대졸이 257명(61.6%)이고,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99명(23.7)으로 나타났다. 자격등급은 1급이 277명(66.4%), 2급이 125명(23.7%)으로 나타났
으며, 재직기간은 1년 이하가 139명(33.3%), 2년～4년 이하가 153명(36.7%), 5년～9년 이하
가 81명(19.4%), 10년 이상이 21명(5.0%)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3.3
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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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17)

변수
성별

연령

학력

자격
등급

재직
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남

94

22.5

여

323

77.5

20대

276

66.2

30대

115

27.6

40대

24

5.8

50대․이상

1

0.2

고졸

1

0.2

전문대졸

56

13.4

대졸

257

61.6

대학원 재학/졸업

99

23.7

1급

277

66.4

2급

125

30.0

3급

3

0.7

1년 이하

139

33.3

2년～4년 이하

153

36.7

5년～9년 이하

81

19.4

10년 이상

21

5.0

평균(표준편차) 무응답(명,%)
-

-

-

1(0.2)

-

4(1.0)

-

12(2.9)

3.3
(2.96)

23(5.5)

* 재직기간은 월 단위로 자유기입토록 하고 이를 범주화하였음.

2. 조직문화 프로파일과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와 자료의 정규분포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의 왜도와 첨
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도는 -.19～-.79의 분포를
보이고, 첨도는 .09～1.48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10미만의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몰입유형
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수준을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 직무몰입은 평균 4.09, 조
직몰입은 3.81, 경력몰입은 4.17, 관계몰입은 3.96으로 나타나 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몰입수준은 높지만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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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다만 경력몰입과 직무몰입은 상대적으로 높고 조직몰입이나 관계몰입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직몰입 보다는 경력몰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복지사 역시 전문직의 비슷한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개발문화

416

3.68

.73

1.17

5.00

-.54

.54

집단문화

416

3.81

.77

1.17

5.00

-.40

.28

합리문화

417

3.38

.71

1.20

5.00

-.20

.16

위계문화

416

3.18

.75

1.33

5.00

-.08

.09

직무몰입

415

4.09

.66

1.00

5.00

-.79

1.48

조직몰입

416

3.81

.71

1.00

5.00

-.41

.32

경력몰입

416

4.17

.67

1.00

5.00

-.55

.30

관계몰입

414

3.96

.60

1.00

5.00

-.19

.25

조직문화

다중몰입

또한 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를 유형별 살펴보면, 우선 집단문화는 3.81, 개발문화는 3.68,
합리문화는 3.38, 위계문화는 3.18로 나타나 집단문화와 개발문화가 합리문화와 위계문화보
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즉 경쟁가치모형에서 외부지향이고 유연성을 갖는 조직문
화라고 볼 수 있다.

3. 조직문화가 다중몰입에 미치는 영향

평행모형에 따른 다중몰입의 공통적인 결정요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요구
된다. 첫째는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각각의 몰입에 대한 회귀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야 하며, 둘째는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방향이 각각의 회귀식에서 동일해야 한다. 전자는
회귀계수가 하나의 회귀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해서는 다중몰입의 결정요인으로 간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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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이며, 후자는 특히 그 방향성이 가설에서 예상한 것과 같아야 한다(Jeong,
1990; 김정원, 2004). 그러나 반드시 두 회귀식에서 회귀계수의 수치가 같아야 할 필요는 없
다. 또한 다중변량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적용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다중
몰입이 갖는 의미와 공통변수가 갖는 중요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
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복지관 조직문화가 사회복지사의 다중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평행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문화와 개발문화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
지 몰입유형 즉 직무몰입․조직몰입․경력몰입․관계몰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문화는 직무몰입(β=.20, p<.001), 조직몰입(β=.36, p<.001), 경력몰
입(β=.19, p<.001) 그리고 관계몰입(β=.14. p<.01) 모두에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값을 통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집단문화는 조직몰입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문화 역시 직무몰입(β=.18, p<.01), 조직몰
입(β=.16, p<.01), 경력몰입(β=.14, p<.05) 그리고 관계몰입(β=.13. p<.05) 모두에 유의한 수
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합리문화는 조직몰입(β=.11, p<.05)과 관계몰입(β=.12, p<.0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위계문화는 어떠한 몰입유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회귀식의 R²은 조직몰입이 .36으로 가장 높고, 직무몰입은 .20, 경력몰입은
.14, 관계몰입은 .11로 나타나 조직문화는 조직몰입에 미치는 회귀식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회귀분석의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기준인 10
이하인 1.12～1.88로 나타나 다중몰입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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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직문화와 다중몰입 평행모형 분석

직무몰입
B
(SE)

조직몰입

β

B
VIF (SE)

1.80
(.35)
.01
(.08) .01
.03
(.07) .03
.20
(.07) .15**
.13
(.06) .12**
.01
(.01) .03

.79
(.34)
.06
(.07)
.10
(.06)
.21
(.07)
.12
(.06)
.01
(.01)

β

경력몰입

B
VIF (SE)

β

관계몰입

B
VIF (SE)

β

VIF

.01

1.13

.06

1.71

.06

1.24

.04

1.34

.04

1.66

인구사회적 특성
(상수)
성별(여)
연령
자격등급(1)
학력
재직기간

1.12
1.70
1.23
1.34
1.65

.04

1.12

.09

1.71

.14** 1.24
.10*

1.34

.06

1.66

2.12
(.36)
.05
(.08)
.04
(.07)
.15
(.07)
.11
(.06)
.02
(.01)

.03

1.12

.03

1.71

.11*

1.23

.11*

1.34

.09

1.66

2.43
(.34)
.01
(.07)
.05
(.06)
.07
(.07)
.04
(.06)
.01
(.01)

조직문화
개발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
R²(Adj. R²)
D-W
F

.17
.15
(.06) .18** 1.86 (.06) .16**
.17 . 2 0 * * 1.48 .33 .36**
(.05) *
(.05)
*
.08 .09 1.87 .11 .11*
(.06)
(.06)
.01 .01 1.37 .04
(.05)
(.05) .04
.20(.18)
.36(.34)
2.14
2.02
10.06***
22.67***

.13
1.85 (.06)
.17
1.48 (.05)
.03
1.88 (.06)
.10
1.38 (.05)

.09 .13*
1.86 (.06)
.19** 1.49 .11 .14**
*
(.05)
.09 .12*
.03 1.89 (.06)
.07
.09 1.37 (.05)
.09
.14(.12)
.11(.09)
1.94
2.01
6.63***
5.27***
.14*

1.84
1.48
1.85
1.37

*p<.05, **p<.01, ***p<.001
주) 성별 0=남, 자격등급 0=2․3급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조직문화유형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사들의 직무몰입과 조직몰입, 경력몰입 그리고 관계몰입으로 대표되는 다중몰입
(multiple

commitmen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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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n(1984)의 네 가지 조직문화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부산․경남지역의 39개 지역사회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417명의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지역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는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뿐만 아니라 직무몰입이
나 경력몰입 등 다양한 몰입유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
율적인 조직관리행정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복지관 내에 어떤 유형의 조직문화가 형성되
어 있느냐 하는 것이 조직구성원의 사회복지사의 일터에서의 여러 유형의 근로몰입에 영향
을 미쳐 조직효과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
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는 선행의 연구(김선동, 2006; 신운화, 2005; 황성철,
2003; 최승아, 2002; 강흥구, 2001 등) 결과들과 유사하게 집단문화와 개발문화가 상대적으
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과업중심이라기 보다는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이나 신뢰감, 집단의식에 바탕을 둔 인간중심적 유형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조직문화적 인식은 상호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화목과 친
밀감이 강조되는 조직적 특성과 사회복지사의 창의성과 도전이 강조되는 전문직업적 특성
에 부합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셋째, 평행모형 분석결과 집단문화와 개발문화만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네
가지 몰입유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문화와 개발문화
는 회귀계수 검증결과 네 가지 몰입유형 모두의 회귀식에서 동일한 부호를 갖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므로 다중몰입의 공통결정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문화유형이 집
단문화와 개발문화일 경우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 이외에 직무몰입과 경력몰입 그리고 관
계몰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단문화는 끈끈한 동료애를 가진 대가족처
럼 인식함으로서 구성원 개인을 존중하고 조직에 대한 애착심으로 몰입의 수준을 강화한다
는 기존의 연구(강흥구, 2001, 황성철, 2003, 김호정, 2002)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는 인간중심적이며 외부변화에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문화로 형성해 나가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직구성원간의 친밀감과 신뢰,
상호 협력을 통해 동기부여하고 참여적이고 사려 깊은 리더십을 필요로 하며 모험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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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존중하며 신속하고 융통성 업무특성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명령과 지시 그리고 엄격한 규칙에 의한 업무수행이 강조되는 위계문화는 사회복
지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전문성 발휘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조직몰입 등 어떠한 유
형의 근로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사실은 황성
철(2003)의 지적과 같이 사회복지사의 능력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담당 직무의 변
화나 승진과 같은 개별 사회복지사에 대한 접근보다는 전체 조직문화를 집단관계문화로 변
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암시해준다. 따라서 리더십의 역할은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는 Schein(1983)의 지적과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은 조직문화의
형성과 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윤종태, 1992)를 바탕
으로 생각해 보면 지역사회복지관의 관리자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다
양한 근로몰입유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조직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첫
째, 조직문화의 측정에 대해 복잡한 조직문화를 네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였다거나 지역
사회복지관 내에서도 부서나 팀에 따라 하위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직문
화의 측정단위를 사회복지사 개인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단위로 할 수도 있으나 동일한 사
회복지관 내에서도 주관적인 인식이 다를 수 있고 인식에 따른 차이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므로 측정단위를 사회복지사 개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유형으로 한정하였
다. 그리고 둘째 자료수집이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자기보고식(self-report)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 점 셋째, 이론적 측면에서 모형 설명력이 낮아 설정된 독립변수로
제시된 조직문화 이외에 다른 중요한 이론적 변수들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넷째,
특히 조직문화는 설립자나 최고관리자의 이념이나 가치 그리고 조직구조 및 조직윤리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조직문화가 형성된 원인 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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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Community Welfare Center
on Social Workers' Multiple Commitment

Kang, Jong-Soo(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analyze the effect of each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social workers' multiple
commitment that consists of job, organizational, career, and relationship commitments.
417 social workers working for 39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Busan and Gyeongnam
area were surveyed using the four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identified by Kimberly
and Quinn(1984) and the data was analyzed. This study found that social workers think
that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community welfare center has relatively strong group
and development cultures. Analysis of parallel model revealed that the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group and development cultures of community welfare center positively
influenced the four commitment forms. Rational culture also has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and relationship commitments. But, hierarchical culture has no effect on
any commitment

form.

Therefore,

as

an

organization

forms

more

human centered,

creativity valuing and challenging organizational culture, the levels of social workers'
various work

commitments become

hig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need to take into
account such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Key words : organizational culture, multiple commitment, community welf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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