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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복지행정 연구에서는 직무수행의 결정요인으로서 주로 종사자의 지식, 기술과 같은 개인차 변인

에 큰 관심을 가져왔지만, 점차 조직 환경 이론의 연구관점이 사회복지행정 연구에 활발히 도입되면서 

개인의 수행연구에서도 개인차 변인이외에도, 팀수준이나 조직수준의 변인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추세를 반영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팀, 조직 변

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개인변인으로는 지식, 기술, 만족, 성격, 비생산적 행동이 투입되었

고, 팀이나 조직수준의 변인으로는 상황적 제약, 조직공정성, 직무특성, 정부의존성, 조직간 협력이 투

입되었다. 전국 23개 사회복지조직에서 활동하는 314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

석한 결과, 직무수행(과업수행, 맥락수행)에 개인차 변인, 팀 변인, 조직변인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직무수행, 과업수행, 맥락수행, 다수준분석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사회복지연구에서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가 점차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직무수행 연구의 주

된 흐름은 두 가지로서, 첫째는 직무수행의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는 연구이고, 둘째는 직무수행의 결

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직무수행의 결정요인을 검증하는데 일차적 관심을 

*본 논문은 2008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 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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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전통적인 인적자원관리이론에서 직무수행의 결정요인으로 주로 인간의 능력과 동기와 같은 

개인차 변인에 큰 관심을 가져왔지만, 점차 조직이론에서 언급되어왔던 상황론적 연구관점이 인적자

원관리 연구에 활발히 도입되면서 개인차 변인이외에도 조직맥락적 요인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상황론적 관점을 직무수행 연구에 적용시키는 것은 엄 히 말해

서 전혀 새로운 관점은 아니며, 일반체계이론(Boulding, 1956), 역할이론(Katz and Kahn, 1978), 상황

이론(Lawrence and Lorsch, 1967), 제도이론(DiMaggio and Powell, 1983; Meyer and Rowan, 1977), 

자원의존이론(Pfeffer and Salancik, 1978), 인적자본이론(Flamholtz and Lacey, 1981), 거래비용이론

(Williamson, 1979) 등 소위 개방체계론적 조직이론의 뿌리에 근거를 두고 파생되어 온 최근의 경향

이기도 하다(Jackson and Schuler, 1995). 그 결과, 오늘날의 인적자원관리이론과 조직이론 진 의 공

통적 관심은 조직성과나 구성원의 수행을 설명하는데 있어 조직외부 요인과 조직내부 요인 간의 전통

적 구분을 철폐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조직의 맥락․상황 속에서 성과나 수행을 연구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하겠다. 

최근 들어 이 분야에 관한 연구결과와 전문서적들도 보고․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추세를 최근

에 감지할 수 있는 국내연구로는 경 ․심리학 분야의 한태 ․김원형(2006)의 연구, 황종오․유태

용․한태 (2006)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다수준모형을 연구하는 여러 조직이론가들이 모여 함께 편

찬한 "Multilevel Theory, Research, and Methods in Organization(edited by Klein and Kozlowski, 

2000)"은 이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사회복

지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경향을 감지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수행 연구

에 관한 관심이 최근에 이르러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조직외부와 조직내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분석방법(예: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모형)이 적용될 수 

없고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기법(예: HLM, Multi-level SEM, 

WABA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들 분석방법들을 학습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주요 이유가 된다. 

직무수행에 관한 사회복지연구의 추세는 주로 직무수행의 내용(contents)을 설명하는 것이다. 리

조직의 직무수행연구 경향은 직무수행의 개념을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직무수행에 어떤 요인이 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온 반면(Campbell, McCloy, Oppler, and Sager, 1993; 

Campbell, McHenry, and Wise, 1990), 사회복지연구는 직무수행의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는데 주된 

관심을 보 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Millar(1988)와 Robert(1981)연구나, 김기환․서진환․최선희

(1997), 김태성․최일섭․조흥식․윤현숙․김혜란(1998), 변재관(2000), 강혜규․윤상용(2001), 이현

주(2003), 엄명용(2004), 강흥구․윤현숙(2005), 조성우(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

수행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적 견해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

무수행이 다차원으로 구성되며 단일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수행

에 어떤 요인이 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인재(1993)는 

종사자 개인능력이 수행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체로 개인차 변인에 관심을 두고 있

으며, 이 외의 연구자도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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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추세 속에서, 이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수행연구에도 조직 내외의 상황

론적 관점이 반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

인적, 조직내적(팀수준), 조직의 외적(조직수준) 요인으로 변별하여 논의하고 동시에 통합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직무수행

(1) 직무수행 개념에 관한 논의

직무수행(job performance)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직무수행에 관해 전통적으

로 논의되어온 일차적 관심은 바로 이 개념이 단일준거인가 아니면 다차원적 준거인가에 관한 것이었

다(조성우, 2006a). 오늘날 직무수행 연구에서는 직무수행이 더 이상 이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단일

준거로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직무수행의 초기연구자들, 예를 들어 Thorndike(1949)

는 ‘궁극의 준거(ultimate criterion)'로 단일개념 성질을 갖는 직무수행을 칭한바 있으나, 추후 수많은 

연구들에서 직무수행의 하위차원을 설명하며 직무수행의 다차원적 개념을 증명하고 있다. 직무수행의 

다차원적 개념을 주장한 표적 연구자는 바로 Campbell(1990)이다. 그는 군 조직에 관한 연구

(project A)를 통해 직무수행이 ’고유직무‘, ’보편적 직무‘, ’문서 및 의사소통‘, '노력’, ‘훈육’, ‘동료 및 

팀수행 촉진’, ‘수퍼비전과 리더쉽’, ‘행정 및 관리’의 8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직무수행에 관한 또 다른 관심은 이 개념이 ‘행동개념’인가 ‘결과개념’인가에 관한 논란이다. 

Campbell, McHenry, and Wise(1990)을 비롯한 많은 산업심리학자들은 직무수행이 행동적 개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통적으로 경 학의 입장에서는 이 개념이 단순히 행동적 개념을 넘어서

는 결과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그 배경을 이해하면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서 주로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입장에서 만약 직무수행을 결과(예: 상품 판

매량, 서비스 제공횟수)의 개념으로 수용할 경우, 그 결과에 향을 미치는 조직외적 요인, 예를 들어 

시장, 정책, 제도적 맥락까지 연구에 반 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심리환원적 연구에 익숙한 심리학자

들에게 이와 같은 접근은 매우 생소하고 곤혹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조성우, 2006a). 따라서 Campbell 

and Campbell(1988)과 Campbell(1990) 등의 산업심리연구에서는 개인의 직무수행이 효과성

(effectiveness), 생산성(productivity)등의 결과적 의미를 지니는 개념과 변별되는 ‘행동자체’라고 정의

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전통적으로 조직사회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던 경 학의 입장에서는 직무

수행을 성과나 결과적 개념으로 인정하 으며 수많은 경 학 연구에서 직무수행을 결과의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Mathis and Jackson(2003) 역시 직무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로서 객관적 

성과물의 수량(quantity)과 품질(quality)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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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연구하지 못한 조직외적 상황들을 연구하는 것이 경 학의 입장에서는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경 학 연구에서 실제로 개인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조직외적 요인의 향력

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경우는 많지 않다1). 이것은 경 학의 세부전공이 ‘인사’와 ‘조직’으로 명확히 구

분되는 것만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개념적으로 인사와 조직이 통합되어야 할 근거를 당위적 

차원에서 언급할 수 있지만, 실제 연구방법론상(특히 양적연구)의 제약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처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연구에서는 회귀분석법을 분석기법으로 사용하면서, 조직수준변인을 개

인수준변인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투입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것은 회귀분석 OLS추

정의 기본전제를 왜곡하는 것이 된다. 

요약하면, 직무수행을 행동개념으로 연구해왔던 심리학 연구에서는 심리환원주의의 제약으로 인해 

조직 외부의 상황적 관점을 개인의 직무수행에 적용시키지 못해왔고, 조직의 외적요인을 전통적으로 

인정해왔던 경 학의 입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개인수행에 향을 미치는 조직외적 요인

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위계적(hierarchical) 특성을 가진 다수준모형

(multi-level model)을 분석하는 기법이 사회과학 연구에 활발히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제약들이 급속

히 철폐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조직외적 요인을 검증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과업수행과 맥락수행의 구분

최근 들어 직무수행 연구에서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 다. 전통적으로 직무수행 연구에서 직무수행

의 구성개념(construct)은 체로 조직의 ‘기술적 핵심(technical core, 혹은 핵심운 부문)’2)에 직접적

으로 관계된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실제 많은 직무수행 연구에서 이러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

러한 경향은 사회복지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강흥구․윤현숙(2005)은 사회복지 직무수

행의 하위차원으로 ‘접수’, ‘사정’, ‘직접서비스’, ‘평가 및 종결’ 등의 직무를 제시하 고, 김기환․서진

환․최선희(1997)는 ‘심리사회정신적 문제해결’, ‘경제적 문제해결’, ‘지역사회자원연결’, ‘사회복귀 및 

재활문제 해결’ 등의 직무를 설명하기도 하 다. 이러한 직무내용은 모두 사회복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행동에서 실패할 경우, 조직은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수행을 과업수행(task 

performance)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 직무수행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직무수행(과업수행)과 다른 개념

의 수행이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기술적 핵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행동인 ‘과업수행'과 간접

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맥락수행(contextual performance)'의 구분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맥락수행

은 ‘조직을 위해 충성하고 동료를 돕는 이타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Borman and Motowidlo, 

1993),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조직의 성과가 좋아지는 것처럼, 이러한 이타적 행동을 많

이 수행하는 것 역시 조직의 성과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3). 과업수행과의 차이점은, 

1) 주로 조직 환경(독립변인)과 조직성과(종속변인)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다.

2) 기술적 핵심이란 조직의 서비스나 제품의 공급․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교실업무가 여기에 해당되고, 상담기관에서는 상담업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3) 이러한 수행은 기술적 핵심(technical core)에 근접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맥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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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과 달리 맥락수행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조직이 즉시적․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이다. 그리고 맥락수행은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수행 연구는 체로 과업수행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온 것으

로 볼 수 있다. 국내외의 경 ․심리학 연구에서는 맥락수행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복지학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아 국내연구로는 지금까지 조성우(2006a)의 연구가 유일하

다.4) 

이러한 맥락수행이 개념적으로 타당한지에 한 몇 가지 실증연구들이 있다. 표적으로 

Conway(1996)의 연구에서는 맥락수행이 구성타당도를 갖추고 있는가를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

다. 연구결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되었는데 첫째, 맥락수행이 다양한 하위차원을 갖추면서도 동시

에 내적으로 일관성을 지닌 구성개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둘째, 이 개념이 전통적인 과업수행과의 

관계에서 변별타당도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조성우의 연구(2006a) 역시 맥락수행이 전통적인 사회복

지 직무와 변별되는 개념임을 입증하 다. 조성우(2006a)의 연구에서는 먼저 질적연구를 통해 맥락수

행의 행동사례를 수집한 후, 이를 지표화해서 다중속성-다중평정(multi-trait multi-method) 자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서 개념타당도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

복지 종사자의 맥락수행의 내용은 조직에 충성하는 ‘조직지향 수행’, 동료를 돕는 ‘동료지향 수행’, 클

라이언트에게 헌신하는 ‘클라이언트지향 수행’, 자기개발을 위한 ‘자기지향 수행’으로 구성된다.

2) 직무수행의 관련 변인들

직무수행의 다양한 예측변인들은 개인 수준, 팀 수준, 조직 수준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1) 개인차 변인들

직무수행의 예측변인으로 가장 강력한 이론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종사자의 지식

(Knowledge), 기술(Skills), 능력(Ability)[KSA]이다(Borman, White, Dorsey, 1995; Campbell, 

McCloy, Oppler, and Sager, 1993; Schmidt, Hunter, and Outerbridge, 1986). 여기서 지식(K)이란 직

무관련 사실과 원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기에 ‘선언적 지식’이라 표현되고, 기술(S)은 기술적 정보의 

사용 및 기술적 절차의 수행에 관한 지식이기에 ‘절차적 지식’으로 설명되기도 한다(Motowidlo et al, 

1997). 그리고 능력(A)은 정신능력을 의미하지만, 일반 학업지능이 아닌 직무수행에 관련된 지능을 

의미한다(조성우, 2007). McClellend(1973)도 학업지능으로는 직무수행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하

며 직무능력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역량(competency)을 개념화한 바 있다. KSA와 직무수행 간의 실

(contextual) 것이다.

4) 맥락수행은 최근 사회복지행정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조직시민행동(OCB)'과 내용적으로
는 거의 유사하다. 맥락수행과 조직시민행동 개념 간 우월성 논쟁에서 맥락수행이 더욱 우수한 구성
개념이라고 주장(Motowidlo, 2000)되기도 했으나 최근 이 두 개념이 시민수행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들 관계에 관해서는 조성우(2006a)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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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매우 다양하지만, 표적으로 Hunter(1983)의 연구는 직무수행 연구의 고

전으로 자리매김하 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능력이 직무 지식과 기술을 매개로 수행에 향을 미치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행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은 지식과 기술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

과 기술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식과 기술변인에 이미 능력의 변량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차 변인 중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연구되는 예측변인으로 직무만족을 들 수 있다. 직무

만족은 이미 인사조직이론 분야에서는 고전적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980년  이후 그리 큰 주목

을 받지는 못하 다. 하지만, 최근 맥락수행에 관한 연구가 부상하면서 직무만족이 맥락수행의 예측변

인으로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다. Bateman and Organ(1993)은 맥락수행과 직무만족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낸바 있다. 

한편, 최근 ‘성격’이 직무수행의 새로운 예측변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원래 성격은 측정방법이 

어렵고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직무수행 연구에서 충실하게 연구되지 못

한 측면이 있으나, Schmidt and Hunter(1992)은 성격이 실제 직무수행과 유의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고 주장하 다. Borman, White, Pulakos, and Oppler(1991)도 조직원의 성격 중 ‘믿음직성

(dependability)'이 수행에 향을 준다는 점을 밝혀내었고, 최근 들어 성격의 5요인이론(Big 5 

theory)5)이 직무수행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표적으로 Barrick and Mount(1991)

는 성격의 5요인과 직무수행과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한 117개의 논문을 자료로 상위분석(meta 

analysis)을 실시하여 이들 변인의 실증적 효과를 제시하 다. 

끝으로 직무수행의 예측변인으로 살펴볼 것은 개인의 ’비생산적 행동(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이다. 직무수행에 부적 향을 미치는 행동차원으로 비생산적 행동이 최근 연구되기 시작했

다.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는 용어가 '작업장 일탈(Workplace Deviance: Robinson and Bennett, 

1995)', '회피․빈둥거리기․무임승차(shirking, social loafing, free riding: Kidwell and Bennett, 

1993)', '비생산적 작업행동(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Sackett, 2002)'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

되는 것으로 보아 아직 하나의 구성개념(construct)으로 타당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이들 연구의 

실증적 결과는 이것이 직무수행과 부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실 비생산적 행동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그 동안의 직무수행 관련 연구들이 직무수행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

행과 정적인 공변량을 형성하는 변인을 찾는데 집중한 나머지, 직무수행과 부적 공변량을 형성하는 

요인에 해서는 관심을 상 적으로 덜 기울인 결과이다. 비생산적 행동들과 직무수행과 관련성에 

해서 Sackett(2002)는 Campbell 외(1993)의 8가지 직무수행의 하위차원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훈육

(personal discipline)과 비생산적 행동이 상호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하 다. 그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

해 이들 개념간의 공변량을 확인해내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지식, 직무기술, 직무만족, 성격, 비생산적 활동이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이라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5) 성격의 역을 안정성,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한 이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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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수준 변인들

조직맥락 변인이란 개인차 변인으로 보기 어렵고 부서나 팀 수준에서 종사자에게 동일한 향을 

가하는 변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으로서 상황적 제약, 조직공정성, 직무특성을 제

안하고자 한다. 

상황적 제약(situational constraint)은 직무수행 연구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변인이다. 상황적 

제약의 이론적 근거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Blumberg and Pringle, 1982; O'connor, Peters, Pooyan, 

Weekley, Frank, and Erenkrantz, 1982; Peters and O'Connor, 1980; Peters, O'Connor, and Rudolf, 

1980; Steel and Mento, 1986; Olson and Borman, 1989)에서 설명한 바 있다. 상황적 제약이란 수행

을 제약하는 향력으로서, 오직 조직내부의 요소로만 제한된다. 시장, 정책, 제도 등은 이 개념에 포

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적 제약의 종류로서 Peters, O'Connor, and Rudolf(1980)는 ① 직무정보의 

부족, ② 도구와 장비의 부족, ③ 물자와 자원부족, ④ 예산부족, ⑤ 필요한 서비스와 타인의 도움의 

부족, ⑥ 과업 준비도 부족, ⑦ 시간부족, ⑧ 작업 환경의 제약을 제시하 다.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제약의 역(dimension)은 크게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첫째, 필요한 자원에 해 접근하기가 어려

움이 있는 경우(unavailability), 둘째,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inadequate 

quantity), 셋째,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으나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inadequate quality)를 말한다. 

상황적 제약이 직무수행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이유 역시 흥미롭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

로 개인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결정적 변인들로서 종사자의 지식, 기술, 정신능력, 태도, 만족도 

등 변인이 회귀모형에 투입되어 왔으나 언제나 그 설명력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따라서 많

은 직무수행 연구자들이 새로운 예측변인을 찾았고 그 결과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상황적 제약

이다. Campbell and Prichard(1976)는 이미 수행에 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이 개인 외부에 있음을 

지적하 고, 이러한 지적에 자극받은 Peters, O'Connor, and Rudolf(1980)은 상황적 제약이 직무수행

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실험연구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Moorman, 

Blakely, and Niehoff(1998), Randall, Cropanzano, Borman, and Birjulin(1999), Eisenberger, Fasolo, 

and Davis-LaMastro(1990) 등의 여러 연구자들이 직무행동과 상황적 제약간의 관련성을 분석하 다.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많은 연구에서 개인수준의 변인(독립변인 혹은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경우가 많으나, 엄 히 살펴본다면 이것은 개인이상의 상위수준의 변인이다. 사실 “조직공정성

은 조직분위기(climate)와 관련된 것으로서 조직구성원 전체가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특성이다(조성우, 

2006b: 62)”. 최근 인사조직연구에서 다수준연구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증폭되면서 Ehrhart(2004)와 

Nauman and Bennett(2000) 역시 조직공정성을 ‘더 높은 분석수준(higher levels of analysis)’에서 다

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 조직공정성이론의 이론적 뿌리는 Adams(1965)와 Adams and 

Freedman(1976)의 공평성이론(equity theory)이다. 이것은 개인의 수행에 조직이 얼마나 공평하게 사

회적 보상을 제공해주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조직공정성이 개인의 수행에 향

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olquitt, Conlon, Wesson, Porter, and Ng. 2001; Robinson et al, 

2000; Williams, 1999; Schapp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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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job characteristic) 역시 같은 근거에 의해 조직맥락 수준에서 직무수행에 향을 미칠 변

인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다시피 직무특성이론은 동기이론과 관련해서 연구되어 왔다. 직무동기화의 

출처를 개인 수행자의 내부에서 찾는 것이 바로 ‘성취동기’ 개념이라면, 개인 외부에서 찾자는 것이 

바로 Hackman and Oldham(1975)의 관심이었다. 따라서 직무특성의 변량을 개인의 인식 차에서 구

성하는 것보다는 부서원이나 팀원의 공통변량에서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이 개념을 제안한 연구자의 

의도를 잘 반 하는 것이 된다. 직무특성은  직무동기를 유발하는 직무의 핵심적 차원으로서 기술다

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과업피드백의 5가지로 구성된다(Hackman and Oldham, 1975). 

이러한 직무특성과 수행 간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여러 실증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 예를 들어, 

Griffin, Bateman, and Konovsky(1989)와 Ferris and Gilmore(1984)의 연구에서 직무특성요인이 직무

수행의 준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직맥락 수준에서 상황적 제약, 조직공정성, 그리고 직무특성이론에서 제시하

는 5가지 요인들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3) 조직수준 변인들

전술한 바와 같이 소위 개방체계론적 관점에서 언급되는 상황이론, 거래비용이론, 자원의존이론, 제

도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조직의 외적요인이 조직내적 특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이러한 내적 특성 중에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역시 포함된다. 사실 조직의 환경

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제로는 사회복지학 역시 예외일 수 없다. Martin and Kettner(1996)는 

1990년 이후 사회복지조직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한다고 주장하 다. 그들

에 따르면 인간서비스 부문이 커다란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적인 것이 자원의 부족이다. 

자원의 부족은 스스로 조직의 운 에 소요되는 자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조직에게 결정적 문

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비 리부문에 한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 삭감되고, 신자유주의를 지

향하는 보수주의 정부의 출현으로 인해 사회복지조직이 재정압박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1993년 정부수행 및 결과에 따른 법률(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of 

1993)에 의해 정부에 의해 지원받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성과평가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

하 다. 한국의 경우도 1990년  이후 사회복지 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모

든 사회복지시설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자원을 차등해서 지원받는

다. 이렇듯 사회복지 역에서도 조직외적 환경요인은 실제적으로 조직에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방체계적 관점의 ‘모든 조직이론을 언급하며’ 조직 환경이 개인의 직무수행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설명하기 보다는 좀 더 효율적 논의를 위해 사회복지학에서 더욱 중요하게 

평가받는 이론적 관점으로서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이론의 관점을 적용해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적 요인

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자원의존이론적 관점에서 정부와 사회복지조직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한된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조직이 취하는 안 중 하나는 정부에 한 자원의존성을 강화해 나가

는 것이다. Hasenfeld(1992)는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조직이 살아남고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다수준 연구  145

가지 자원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 다. 첫째는 정당성과 정치적 힘이고, 둘째는 경제적 자원이다. 정

치경제적 관점의 핵심적 특징은 바로 자원의존도 개념으로 귀결된다. 이 개념에 의하면, 자원의존의 

정도가 클수록 조직은 그것에 의해 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Hasenfeld(1983)는 이러한 관계는 ‘조직

간 교환전략’적 관점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며, 이것은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의 자원에 의존하게 되면 

점차 자원을 제공하는 조직이 힘을 행사하게 되므로 권력-의존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조직은 조직생존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자원의 공급자가 되는 정부에 해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Austin(1981)은 사회

복지조직이 일반 리조직과 달리 기금제공 기관, 입법기관, 이익집단, 이용자 집단 등 다양한 집단에 

동시적으로 응해야 하며, 따라서 이들에 한 다차원적이고 분산된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

다.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조직은 생존을 위해 두 가지 자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하나는 돈이고 나머지 

하나는 권한(authority)이다. 이 두 가지 자원이 모두 정부에 한 조직의 의존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다. 그는 사회복지조직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다양하지만, 정작 조직의 정당성을 보호해주고 기금

을 제공하는 이해당사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에 한 의

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요인은 외부조직과의 협력이다. Hasenfeld(1992)

는 사회복지조직을 ‘제도화된 조직의 원형’이라고까지 표현하 다. 그에 따르면 조직의 생존이 단순히 

조직이 지니고 있는 기술적 숙련도에 의존하지 않으며 제도화된 지배문화적 상징과 신념세계의 틀에 

근거하며, 결국 조직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환경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Dimaggio and Powell(1983)은 많은 조직관련 연구들이 조직 간의 이질성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 연구들과 달리 조직형태와 실행의 동질성(homogeneity)에 한 관심을 갖고 조직 간

의 유사성을 연구하 다. 그들은 조직 간에 서로 비슷해지는 현상을 동형화(isomorphism)이라고 정의

했으며, 동형화의 형태를 강제적, 의태적, 규범적 차원에서 범주화 하 다. 이중 의태적 동형화는 조직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직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이미 성공하고 있는 다른 조직을 모

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특정 조직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왜 다른 조직과 협

력하는지에 한 설명을 제공한다. 사회복지조직의 생존과 관련된 요인으로 외부조직과 상호작용이 

필수적임을 Austin(1981)이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조직의 성과는 이해집단 및 다른 조직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조직간의 협력이 와해되고 조직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나타

나게 되는 현상이 서비스 역 주장으로 인한 갈등, 자원에 한 경쟁, 실천 이데올로기 립 등이다. 

조직 간의 연계나 협력은 단일한 차원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비 리조직의 조직간 협력

에 관한 연구로는 Blau and Rabrenovic의 연구(1991)가 있다. 이 연구에서 비 리조직의 경우 정부와

의 협력보다는 다른 비 리조직 간의 연계가 자원 확보와 정부조직에 응하는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보았으며, 이 가설이 실제 맞는지를 경험 자료를 통해 검증하 다. 그들의 이론적 논리는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이 조직간 관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 한다. 비록 그들이 설정한 가

설이 모두 수렴되지는 않았지만, 이론적 논증을 통해 비 리조직이 환경변화에 응하는 방법으로 조

직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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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들 환경적 변인이 사회복지 종사자 개인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친다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반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체계이론에 따르면, 상위체계

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하위체계의 변화를 생성시키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일반체계이론에 근거해서 

개발된 Wright and Snell(1991)의 ‘능력관리모형(competence management)’을 통해서도 좀 더 자세

히 설명될 수 있다. 이 모형의 핵심적 내용은 조직 환경을 통해 조직내부에 기술과 능력이 투입되

고6), 이것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행동)으로 처리되고 전환되어 결국 직무성과(결과)로 산출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조직의 외적 요인에 의해 종사자의 행동이 

향 받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한 자원의존성과 외부조직과의 협력이 사회복

지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연구 상은 전국 사회복지조직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란 사회복지조직에서 원조활동을 하는 모든 직종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의에는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심리전문가, 특수교사, 보육교사 등의 인접분야 직종도 포함된다7). 표본은 군집표집을 통해 선정하

다. 다수준의 연구의 특성상 복합적 조사자료(complex survey data)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군집표집이나 층화표집이 요구된다. 연구자는 전국의 시도별로 구간을 나눈 후, 각 지역에서 

조사 참가를 희망하는 23개 사회복지조직8)(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소재)을 선정한 후 여

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군집표집을 적용하 다.

6) 이것이 바로 자원과 정당성을 상징한다.

7) 사회복지조직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일하므로 특정 전문가만 선정해
서 표본을 구성할 경우, 오히려 연구의 생태적 타당도를 저해하게 된다.

8) 23개 조직은 모두 사회복지관(종합 혹은 단종)이다. 동일한 법인 산하에서 운 되는 단기보호센터, 

자활후견기관, 어린이집 등의 복지관 부설조직은 모두 팀 수준으로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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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9) 퍼센트

성별

 1) 남성 75 23.9

 2) 여성 239 76.1

   소계 314 100.0

나이 평균 31세 (sd±7.75)

직

 1) 직원 227 74.5

 2) 리 33 10.5

 3) 과장 39 12.4

 4) 부장  이상 15 4.8

   소계 314 100.0

근무형태

 1) 정규직 274 87.3

 2) 계약직 40 12.7

   소계 314 100.0

자격증

( 복응답)

 1) 사회복지사 1 166 52.9

 2) 사회복지사 2․3 39 12.4

 3) 심리상담사 5 1.6

 4) 특수교사 5 1.6

 5) 고 교사 3 1.0

 6) 보육교사 48 15.3

 7) 유치원 정교사 15 4.8

 8) 간호사 8 2.6

 9) 기타

 (물리치료사, 직업재활상담사 등)
75 24.0

경력
    직장경력 평균 36개월 (sd±35)

   련분야 총 경력 평균 42개월 (sd±42)

학력

 1) 고졸 33 10.5

 2) 2․3년제 학졸업 46 14.6

 3) 학졸업 145 46.2

 4) 학원 석사과정 38 12.1

 5) 석사취득 51 16.2

 6) 박사재학 이상 1 0.3

    소계 314 100.0

<표 1>  조사 상자 

<표 1>에서 조사 상자들(n=314)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75명(23.9%), 여성이 

239명(76.1%)이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약 31세(sd±7.75세, 최소=21세, 최 =62세)로 나타났다. 직장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직위는 일선실무자가 227명(74.5%), 리급이 33명(10.5%), 과장급 관리자가 

39명(12.4%), 부장급 이상의 관리자가 15명(4.8%)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정규직이 274명(87.3%), 

9) 무응답 인원을 제외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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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40명(12.7%)이었다.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는 116명(52.9%), 사

회복지사 2․3급 소지자는 39명(12.4%)로 나타났고, 보육교사(48명, 15.3%), 유치원정교사(15명, 

4.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들의 사회복지관련 총 경력은 평균 42개월(sd±42개월)로 파악되

었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33명(10.5%), 2․3년제 학 졸업자가 46명(14.6%), 4년제 학졸업자가 

145명(46.2%), 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가 90명(28.6%)으로 조사되었다. 

 

2) 측정변인

주요변인의 측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수준의 변인

① 직무지식과 직무기술 : 직무지식과 직무기술은 사회복지실천에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직무진단용 검사를 활용하 다. 이 

검사도구는 표준화된 도구로서 미국의 노동부 산하 직업정보 네트워크(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1995; O*NET, 2005)에서 제공하는 직무진단용 도구인 ‘Toolkit for Business’이다. 이 도구

는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상담가(counselor), 사회서비스 관리자(Social and Community Service 

Managers)를 포함한 여러 직종 근로자의 직무역량을 검사하기 위해 산업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알파계수는 직무지식이 0.873, 직무기술이 0.858로 나왔다. 

② 직무만족 : 직무만족은 직무수행에 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평가 반응으로서 사용한 척도

는 Weiss, Dawis, England and Lofquist(1967)에 의해 표준화된 미네소타 만족척도(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단축형)이다. 알파계수는 0.846이다.

③ 성격 : 본 연구에서는 성격을 직무에 임하는 성실성으로 정의하 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Costa 

and McCrae(1992)가 개발한 5요인 성격검사인 NEO-PI-R을 민병모․이경임․정재창(1997)이 국내

에서 표준화시킨 NEO인성검사를 사용하 다. NEO인성검사 중에서 성실성을 측정하는 8문항을 선별

한 것이다. 알파계수는 0.804이다.

④ 비생산적 행동 : 비생산적 행동이란 생산성을 낮추거나 조직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Gruys(1999)가 제기한 11가지 행동(절도, 자산파괴, 정보오용, 시간낭비, 불안전행동, 저조

한 출근율, 질적으로 저하된 작업, 음주, 약물, 부적절 신체행동, 부적절 언어행동)에 해 부서장/팀

장이 직접 조사 상에 한 상사평정(supervisory rating)을 실시해서 측정하 다. 알파계수는 0.833이

다.

⑤ 과업수행 : 과업행동이란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개인에게 요구되는 직무행동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조성우(2006a)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강흥구․윤현숙(2005)의 연구

에서 보고된 ‘사회복지사의 표준직무’내용을 근거로 개발된 것으로서 직접서비스 수행과 간접서비스 

수행의 두 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업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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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정(self rating)을 실시해서 측정하 다. 알파계수는 0.804이다.

⑥ 맥락수행 : 맥락수행이란 조직을 위해 충성하고 타인을 돕는 이타적이고 암묵적인 행동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조성우(2006a)가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 다. 이 척도의 문항은 응답자가 조직․동료․

클라이언트․자신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협력적인가를 묻고 있다. 이러한 맥락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자기평정(self rating)을 실시하 다. 알파계수는 0.892이다.

(2) 팀수준의 변인

① 상황적 제약 : 상황적 제약은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조직내적 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O'Connor 등(1980)이 제시한 8가지 제약조건을 측정하 다. 부서나 팀원(약 3~5명)의 평균점수를 분

석모형에 투입하 으며 알파계수는 0.842로 나타났다. 

② 조직공정성 : 조직이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공평히 우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Niehoff 

and Moorman(1993)의 조직공정성 척도를 사용하 다. 부서나 팀원(약 3~5명)의 평균점수를 분석모

형에 투입하 으며 알파계수는 0.928로 나타났다. 

③ 직무특성의 5요인 : 5요인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과업피드백으로 구성

되며 동기화를 일으키는 직무설계 정도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무특성 

이론에 근거해서 개발된 JRF(Job Rating Form: Hackman and Oldham, 1980)를 사용하 다. 부서나 

팀원(약 3~5명)의 평균점수를 분석모형에 투입하 으며 알파계수는 0.851로 나타났다. 

(3) 조직수준의 변인

① 정부의존도 : 정부의존도는 정부에 한 자원의존성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 다. 하나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공문 수’10)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위탁여부’이다. 총 23개 조직별로 보고하게 하 으며 객관적 지표(hard criteria)이므로 신뢰도에 문제

는 없다.

② 조직간 협력 : 조직간 협력이란 다른 조직과의 협력활동을 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이를 측정하

기 위해 ‘기관(장)이 가입․활동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수’11)를 지표로 선정했다. 마찬가지로 총 23

개 조직별로 보고하게 하 으며 객관적 지표이므로 신뢰도에 문제는 없다.

(4) 분석방법

다수준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표적 통계방법인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

용하 고 이를 위해 HLM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참고로 통제변인으로 성별, 경력, 학력을 투입하

10)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 정부로부터 감독, 통제, 협조요청 등을 받는 모든 형식적 절차는 공문
서 수신․발신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른 조직과 달리 정부조직의 공문은 거절할 수 있는 성격이 아
니며, 정부로부터 공문서를 많이 받는 경우, 그만큼 정부에 한 업무협조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사회복지관련 단체(예: 사회복지관협회)에 많이 가입되어 있을수록 회원으로서 상위단체의 업무에 
협조해야 할 일이 많으며 동시에 상호교류 등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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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일부변인들은 필요에 따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로 처리했고, 가설검증은 =0.05

에서 의사결정 하 다.

4. 연구결과

1) 과업수행에 대한 다수준 분석

(1) 모형1 분석결과 

모형1에 한 분석은 기초모형(Null Model)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다수준모형이 타당한지

(과업수행 분산 중 집단에 속한 비중과 개인에 속한 비중을 비교)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표 2>의 분

석결과를 보면, 우선 고정효과의 추정치 계수가 55.606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본을 통해 추정한 과

업수행의 모수치 값이 된다. 무선효과에 한 분산비율은 intraclass correlation 산출공식12)을 통해 분

석하 다. 각 수준별 분산을 모두 합한 값이 85.395(=53.168+27.090+5.137)이므로 이중 개인차에 의

한 분산비율은 약 62.26%이며, 팀간 차이에 의한 비율이 약 31.72%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간 차이에 

의한 비율은 약 6.02%이다. 개인의 과업수행에서 팀간의 차이가 실제 발생하는지와 조직간 차이가 실

제 발생하는지에 한 카이자승 분석 결과, 가설을 모두 기각하므로 이러한 상위수준의 효과가 있

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과업수행에 한 다수준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2) 모형2 분석결과 

모형2는 무선계수 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개인차 변인들을 고정하

여 이들이 과업수행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표2>의 결과를 보면, 우선 개인의 과업수행에 직무

지식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무기술은 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과업수행의 속성자체가 명시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의 특성을 

지니므로 많은 직무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 

기술은 명시적이기보다는 다분히 맥락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과업수행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한다. 직무만족도는 실제 과업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이것은 과업수행의 특성이 조직 구성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설사 직무에 한 

만족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조직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자신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임무는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성격(성실성)은 과업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명시적이고 의무적인 과업이므로 성실성을 갖고 있을수록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12) ρ = 



 여기서 var(uo) = 상위수준의 변량, var(R)=하위수준의 변량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다수준 연구  151

것이다. 비생산적 행동 역시 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 개인차 변인이 추가되

면서 과업수행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1에서 개인차 분산 53.168이 이들 

변수가 추가되면서 38.941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intraclass 공식을 적용해보면, 이들 개인차 변인의 설

명력이 (53.168-38.941)/53.168 = 0.267, 즉 26.7%로 볼 수 있다. 한편 무선효과의 차이가 여전히 통계

적으로 유의하므로 보다 상위수준(조직수준)의 변인이 투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모형3의 분석결과

모형3은 절편모형(Intercept as Outcome Model)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서 투입한 개인차 변인에 

추가해서 여기서는 보다 상위수준인 팀 수준 변인들을 투입하 다. <표2>의 결과를 보면, 상황적 제약

과 조직공정성은 과업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복지조직이 

상황적 제약과 조직공정성 면에서 큰 변량을 보이지 않고 있거나 혹은 실제로 사회복지 종사자는 업

무를 지원하는 상황적 측면과 공정성 면에서 열악하더라도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직무특성 요인들 중에서는 과업다양성과 과업중요도가 과업수행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맡겨진 업무가 다양하고 중요도가 클수록 직무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업정체성과 자율성, 피드백은 별다른 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무선

효과의 분산비율을 살펴보면, 팀 수준의 분산이 앞의 모형2의 32.298에서 모형3의 15.357로 줄었으므

로, 이들 팀수준의 일부변인의 향력이 크다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간 분산의 차이가 유의하므

로 조직 수준의 변인이 투입되어야 하겠다.

(4) 모형4의 분석결과

모형4 역시 절편모형(Intercept as Outcome Model)으로서, 조직수준의 변인들을 투입한 것이다. 변

인은 크게 의존성과 협력으로 구분된다. 의존성과 관련해서, 하나는 정부에 한 의존성이다. 이것은 

설립주체가 정부에 의한 위탁형 여부이다(의존성1). 다른 하나는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 해 동

안 받은 공문의 개수이다(의존성2). 이들 변인은 사회복지조직이 얼마나 정부에 한 의존성을 갖고 

있는가를 표하는 변인이다. 그리고 협력 개념은 각 조직이 가입한 단체의 개수이다. 이것은 사회복

지조직이 다른 기관과 얼마나 협력적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한다. 이들 조직수준의 변인들은 모두 조

직 환경의 불확실성에 한 응을 평가하는 개념들이다. <표 2>의 분석결과를 보면, 정부 관련 변인

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직간 협력은 유의한 향

력이 없다. 이것은 정부에 한 의존성이 높은 기관일수록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식적이고, 명시적

인 과업들을 다른 조직에 비해 더욱 잘 수행한다는 점을 밝혀주는 증거다. 이에 비해 조직간 협력은 

다분히 맥락적 상황 속에서 수행되는 과제이므로 명시적 성격의 과업수행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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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
Model1 Model2 Model3 Model4

Coefficient t value Coefficient t value Coefficient t value Coefficient t value

편 (과업수행) 55.606 55.717 65.499* 55.802 64.262* 50.033 18.301*

level1

지식 0.200 2.023
* 0.200 2.023* 0.200 2.023*

기술 0.038 0.395 0.038 0.395 0.038 0.395

직무만족 -0.019 -0.339 -0.019 -0.339 -0.019 -0.339

성격 0.151 2.351* 0.151 2.351* 0.151 2.351*

비생산  행동 -0.671 -2.804* -0.671 -2.804* -0.671 -2.804*

level2

상황  제약 0.112 0.888 0.127 1.012

조직공정성 0.147 1.527 0.147 1.523

직무

특성

과업다양성 2.010 4.280
* 2.015 4.353*

과업정체성 -0.032 -0.061 0.011 0.022

과업 요도 1.081 2.013
* 1.069 1.998*

자율성 -0.833 -1.166 -0.861 -1.209

피드백 0.186 0.443 0.186 0.442

level3

의존성1 5.441 2.305
*

의존성2 0.025 3.050*

조직간 력 0.065 1.757

Random effect
variance

component
x

2 variance

component
x

2 variance

component
x

2 variance

component
x

2

individual level 53.168 38.941 38.196 38.247

Team level 27.090 222.320
* 32.298 278.466* 15.357 169.065* 15.034 180.357*

Organizational

level
5.137 32.386* 5.23016 32.857* 9.689 55.808* 5.971 42.135*

*
p<0.05

<표 2>  과업수행 분석결과

2) 맥락수행에 대한 분석결과

(1) 모형1의 분석결과 

기초모형인 모형1에서는 맥락수행이 개인이 속한 팀과 조직에 따라 달라지는지와 개인의 맥락적수

행의 분산 중 팀 간 차이에 의한 것은 어느 정도이고, 개인차에 의한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분석하

다. <표 3>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고정효과의 추정치 계수는 93.071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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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추정한 맥락수행 모수치 값이 된다. 무선효과에 한 분산비율을 intraclass correlation을 통해 산출

한 결과를 보면, 각 수준별 분산을 모두 합한 값이 135.103(=85.519+41.911+7.673)이므로 이중 개인

차에 의한 분산비율은 약 63.30%이며, 팀 간 차이에 의한 비율이 약 31.02%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간 

차이에 의한 비율은 약 5.67%이다. 개인의 맥락수행에서 팀 간 차이가 실제 발생하는지와 조직 간 차

이가 실제 발생하는지에 한 카이자승 분석 결과, 팀 수준에서는 맥락수행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

이 기각되므로 팀 수준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조직 간 차이에서는 가설을 기각

하지 못했으므로 맥락수행에 한 조직수준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공식적인 과업수행은 정부에 의해 요구받는 것이므로 정부에 한 의존성으로부터 향을 받을 수 있

지만,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맥락수행은 조직 환경에 관계없이 수행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

라서 개인의 맥락수행에 해서는 팀 수준의 다 수준 분석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2) 모형2의 분석결과 

<표 3>에서 모형2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직무지식은 맥락수행에 별다른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무기술은 유의한 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과업수행에 한 결과

와는 반 되는 것으로, 직무지식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활동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발적이고 타인을 

돕는 이타적 활동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또한 사회복지의 직무기술은 주로 타인

을 원조하는 행동을 지향하므로 이타적인 맥락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무만족

도는 맥락수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맥락수행이 자발적 특성을 지니므로 직무에 

한 만족도가 높을 때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조직일탈적인) 

비생산적인 행동도 맥락수행에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성실성은 맥락수행에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타적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준다. 개인차에 의한 분산크기가 모형1에서는 85.519이나, 이들 변인이 추

가되므로 70.112로 줄었다. 따라서 이들의 향력이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팀 간에 발생하는 맥락수행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팀 수준의 변인 추가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3) 모형3의 분석결과

모형3의 분석결과 역시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상황적 제약은 맥락수행에 향을 미

치지 못하나, 조직공정성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업무

환경의 열악함에는 크게 개의치 않으나, 조직이 종사자들에게 공평하게 우하는가에 해서는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직공정성은 과업수행에는 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맥락수행

에 향을 미치는 점을 보면, 만약 종사자들이 공평한 우를 받지 못하고 인식한다면 더 이상 이타

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직무특성 중에서는 과업수행과 마찬가지로 직무다양성과 직무중요

성이 향을 미친다. 과업수행과 맥락수행을 막론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양한 

작업을 선호하고, 동시에 하는 업무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부여되면 맡겨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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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이타적 행동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xed effect
Model1 Model2 Model3

Coefficient t value Coefficient t value Coefficient t value

편 (맥락수행) 93.012 93.071 87.807* 93.195 87.568*

level1

지식 -0.167 -1.002 -0.167 -1.002

기술 0.306 2.137* 0.306 2.137*

직무만족 0.284 4.051* 0.284 4.051*

성격 0.168 1.631 0.168 1.631

비생산  행동 -0.758 -2.102* -0.758 -2.102*

level2

상황  제약 0.054 0.334

조직공정성 0.378 4.020*

직무

특성

과업다양성 1.218 2.250*

과업정체성 -1.066 -1.475

과업 요도 1.922 3.077*

자율성 0.096 0.121

피드백 0.134 0.333

level3

의존성1

의존성2

조직간 력

Random effect
variance

component
x

2 variance

component
x

2 variance

component
x

2

individual level 85.519 70.112 38.196

Group level 41.911 220.055* 48.102 255.862* 15.357 169.065*

Organizational level 7.673 30.802 7.749 30.962 9.689 55.808*

*
p<0.05

<표 3>  맥락수행 분석결과

5. 결론 및 논의

그 동안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이론 연구에서 미시변인과 거시변인이 동시에 개인의 직무수행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관련 학제에서 인사와 조직을 구분

하여 다루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를 연계하여 분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두 변인

의 분석 단위가 개인 단위와 조직 단위로 구분되어 서로 분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근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의 방법론적 진화로 이에 한 접근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이다. 이미 조직 환경이 개인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은 충분한 이론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향을 주는 예측변인을 개인 수준, 

팀 수준, 조직 수준으로 구분하여 그 향력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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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의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직무수행 분산

비율을 통해, 전통적으로 다루어 왔던 개인차 변인들 이외에도 상위수준의 변인들이 수행의 예측변인

으로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 다. 따라서 수행연구에 관한 다수준 관점의 타당성을 인

정받게 되었다. 

둘째, 공식적이고 명시적 특성을 보이는 과업수행에는 조직의 환경변인(정부에 한 의존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조직외적 향력이 조직 내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제약하

는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에 비해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맥락수행에는 조직요인이 별다른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도주의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팀 수준의 변인 중 상황적 제약과 조직공정성은 과업수행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과업행동은 명시적이고 의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설사 직무수행

을 제약하는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책무성(accountability)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므로 이와 같

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리조직 종사자와 사회복지 종사자 간의 특성을 조심스럽게 

변별시킬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에 비해 맥락수행에 해서는 조직공정성이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직으로부터 받는 공평한 우가 이타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함

을 의미한다. 

끝으로 개인차 변인 중에서 과업수행에 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은 지식, 성격, 비생산적 행동으

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과업행동의 특성을 잘 반 한 결과이다. 다만 기술

과 만족은 유의한 향을 주지 못했는데, 만족의 경우  설사 직무에 관해 만족하지 않더라도 과업수

행은 명시적 성격의 행동이므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만족이 실제 과업수행의 성취

에 별다른 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기술과 만족은 맥락수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맥락수행의 이타주의적․자발적 속성을 잘 설명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조직 행정가들에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조직운 의 지침을 제

공할 수 있다. 첫째, 행정가는 종사자의 직무수행이 더 이상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종사자가 속한 팀과 조직 환경의 특성에 의해서도 향 받는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 그

러므로 인사관리의 모든 역(채용, 교육훈련, 평가, 보상)에서 조직 환경적 측면에 한 고려가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외부환경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신입직원을 채용하고나, 종사자 업무평가에서 팀 

수준의 노력을 개인점수에 반 하는 것 등이 방법이 된다. 둘째, 직무수행이 과업수행과 맥락수행으로 

변별되므로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 역시 차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과업수행의 성공은 종사

자 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환경(특히 정부)에 의해서도 향 받으므로, 필요에 따라 환경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거나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침을 ‘명확하게’ 일선 종사자에게 전

달하거나, 환경의 향력을 완충(buffering)하는 기제를 사용하는 노력 등은 과업수행을 증진하는데 

중요하다. 한편, 이와 달리 이타주의 특성을 지닌 맥락수행은 조직 환경과는 관련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종사자의 이타주의 성향은 전적으로 조직내적 특성에 따라 결정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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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직무에서 만족감을 얻고, 조직으로부터 공정하게 우 받을수록 종사자의 맥락

수행은 증진하게 된다는 분석결과는 행정가의 전략적 방향이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한 좋은 지

침이 된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개인차 변인은 물론, 조직의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들이 사회복지 종사자

의 행동에 동시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다수준적 관점의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 환경이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내적으로 일관적인 행동을 부여한다는 Jackson and Schuler(1995)

의 주장에 의해서도 지지받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함의 외에도 실천적으로는 개인의 긍정적 수행

을 이끌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조직맥락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사회복지 행정가들에게 

알려주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한계는 조직 환경 변인으로 투입한 변인이 지나치게 단순해서 본 

연구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연구에

서는 조직 환경 변인으로 더욱 다양한 변인을 투입해서 조직외적 요인이 개인 수행자의 행동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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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ffort to identify predictors of job performance, research studies in social 

work administration has been so far on the individual practitioners' levels of 

knowledge and skills, which could be used in a workplace. As the theoretical 

concept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was fully introduced into social work 

administration research, however, studies on practitioners' job performance began 

to have interest in the team or the organizational level variables as well as 

individual level variables. Along the course of this tendency, this study attempted 

to test the effect of individual, team, and organizational level variables on the job 

performance of human service workers. The individual level variables consisted 

of knowledge, skills, job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s of workers. The team or the organizational level variables included 

situational constraint, organizational justice, job characteristics, 

government-dependency, and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Multi-level 

complex survey data collected by cluster sampling method from 314 practitioners 

in 23 organizations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al Linear Model. Results 

showed that both task and contextual performance were affected by individual, 

team, and organizational level variables in various ways.

Key words: job performance, task performance, contextual performance, 

multi-level model, H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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