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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노인복지 사회복지사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한 것으로, 직무요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과 더불어 LMX(리더-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실증 분석하 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50개 노인복지

사회복지사들의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설문 총 33개 기 의 189부를 분석에 사용하 고, 기술통계, 다 회귀분석방

법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복지사들의 조직몰입, 직무요구는 간수 으로 나타났고,, LMX는 간수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연령, 경력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았으며, 셋째, 직무요구는 조직몰입을 낮추었고,

LMX는 조직몰입을 높이는 향을 보 다. 한 직무요구와 LMX의 상호작용항은 조직몰입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 직무요

구의 조직몰입에 한 효과는 LMX를 통해서 조 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에 노인복지 사회복지사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해서는 리더-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계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인 자원 리방안에 한 제언을 하 다.

주제어 : 직무요구, 조직몰입, 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 인 자원 리, 복지경

Abstract T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job-demands on social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Espic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LMX between job-demand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ample consisted of 189 social workers in 33 Senior Welfare Centers. The date was analyses using 

descriptive and multiple regression method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firstly were job-demands had negative effect on the social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LMX had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ly, LMX had 

mederating effect between job-demand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ll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on Social 

Welfare Center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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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fusion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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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노인복지 은 속한 노령화와 노인복지 달체

계의 변화로 노인복지 의 기능에 한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로그램의 개발 등 질 인 성장을 동시에 추구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기 은 서비스 기획과 운

용, 달 등 사회복지사에 한 의존성이 매우 큰조직임

에도그동안 변화하는복지수요 응에만 심을가졌고,

정작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주체인사회복지사들의 처

우나 업무 향상을 한 방법 모색에는 인색하 다. 21세

기 환경변화에서 조직의 성공과 생존 그리고 경쟁력에

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에 하나가 헌신 이

고 동기부여된 인 자원[1]이라는 을 고려할 때 최근

노인복지 이 부여받고 있는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

기 하여 사회복지사들에 한 심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효과 증진과

련 있는 변수인 조직몰입에 을 두고자 한다. 조직몰

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 을 받아드리고 조직을 해

최선을다하려는태도’[1,2]로서 조직의성공과번 을

하여 능동 , 극 으로 조직에 충성하려는 의지[3,4]를

의미한다. 한 조직몰입 수 이 높은 구성원은 더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된변수로[3,5],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한 조직

리 차원의 향요인을 찾고자 한다.

일반 으로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경력,

연령과 같은 개인요인과 동료들간의 계, 공정성, 조직

갈등, 직무요구 등과 같은 직무환경요인이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직무환경 에서 직무요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에게 지속 으로 육체

, 혹은 정신 노력을 요구하는 제반 직무특성이나 측

면[6,7]을 의미한다. 직무요구는 과다한 업무로 조직몰입

을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조직차원에서 직무요구

를 성공 으로 해결하도록 어떻게 지지, 지원하는가에

따라서 정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든 업무에 반드시 존재하는 직무요구가 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직내 리요인을 확인해 보

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본 연구의 상이 되는 노인복

지 사회복지사들은 많은 직무요구로 소진등의 어려움

이 발생되고 있는데 직무요구를 성과 으로 이루어내고,

조직몰입을 높이는 방안에 한 실증 연구는 의미가 있

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직무요구는 상사와의 커뮤니 이션,

상사의 지원, 조직지원인식 등에 의해 성과가 달라짐을

확인하고 있다. 상사와의 커뮤니 이션은 직무요구가 조

직몰입에 미치는 부정 향을 조 , 완화하며, 건설

인 피드백은 업무를효과 으로처리하도록 하며[8,9], 조

직지원인식, 상사의 사회 지원 등이 조직몰입에 한

향을 조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10]. 이같이 조직내 상사와의 계와 지원은 직무요구를

조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최근 리

더십 분야에서 심을 가지는 LMX가 있다.

LMX(Leader-Member Exchange)는 리더와 구성원 간

의 심리 신뢰 계를 의미하며, 이하 본 연구에서는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로 표 하도록 하겠다.

리더가 구성원들 각자와 개별 인 사회 교환 계를 형

성하여 상호 신뢰와 존 하는 계를 구축하면, 구성원

들은 평소의 능력을 뛰어넘기 해 노력하고 자신이 조

직이나 리더에게 받은 것 만큼 추가 인 노력과 조직에

몰입하는 등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주요하게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3]. 최근 노인복지 이 처

한 역동 인 조직환경에 조직변화를 성공 으로 이끌기

해서 리더의 역할이 주요한 시 에서, 체 구성원들

에게 평균 으로 발휘되는 기존 리더십이론과 달리 리더

가 구성원들 각자와 방 리더십 발휘가 직무태도에

효과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 사회복지사를 상으

로 직무요구와 조직몰입간 계에서 LMX(리더-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복지 역에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았던 것이

며, 직무요구의 성과를 극 화하는데 리더나 구성원의

개인 능력보다는 리더와 구성원간의 신뢰있는 조

계가 더 효과 일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

다.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노인복지 의 직무요구가 조

직몰입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함으로서 직무요구의 의미

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복지 사회복지사와 상

사간의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의 정도를 확인하

고 이것이 조직몰입에 한 실제 향을 분석함으로서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이를 통해 노인복지 사회복지사들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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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을 높이기 한 인 자원 리의 실천 과제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론적 경

2.1 조직몰  

조직몰입은 조직에 속한 구성원이 자신을 조직에 동

일시하고 심리 인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2,9].

조직몰입은 단순히 조직에 한 충성심이아니라 조직의

성공과 번 을 돕기 하여 능동 , 극 으로 조직에

충성하려는 의지[3,4]로서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을 높힘

으로서 조직성과를 높힐 수 있기때문에 인 자원 리에

서 주요한 심 역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몰입은 업무성과, 조직시민행

동에 정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몰입은 장기

으로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고 조직에 한 강한 수용과

자발 인 노력 소속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하여

[9,14] 이직의도에도 부 인 향, 직무스트 스, 이직의

도 간을 매개하는 정 향을 보 다[10]. 그래서 사

회복지사들에 한 업무 의존성인 큰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조직몰입은 매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2 조직몰 에 한 행연  검토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요

인은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

요인으로는주로 성별, 연령, 경력, 결혼상태등을 보았는

데,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조직몰입이 높다는 연구와

반 의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며[1], 결혼상태는 기혼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검증한 연구도있으나 인구학

인 특성은 결과의 일 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18].

한 연령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고[1,16,17], 경력은

조직몰입에 정 인 향[1,15-17]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외에 개인의 감성지능이[19] 다루어지고 있

는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요인은리더십[17], 조직문화, 조직구

조[17]. 조직갈등, 직무요구[9], 직무스트 스[4,18], 직무

순환제도[1] 등과 같은8 조직환경요인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20]. 한 일부연구들

에서는 조직지원인식, 상사의 사회 지원 등과 같이 조

직내 계 등이 조직몰입에 한 향을 조 효과하고

있음을 검증하 다[10].

2.3 직  조직몰 간  계 

직무요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에게 지

속 으로 육체 , 혹은 정신 노력을 요구하는 제반 직

무특성이나 측면[6,7]을 의미한다. 직무요구는 목표달성

을 방해하거나 해하는 과도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

해 요구와 잠재 으로 개인의 성취를 진하는 도

직무요구로 구분하기도 한다. 역할갈등, 역할과다, 역할

모호성 등은 자에 해당하며, 후자의 도 직무요구

는 높은 업무강도, 시간 제약, 책임감 부여 등이다

[9,21]. 과 한 업무, 시간압박 등이 과하면 신체 , 심리

으로 많은 활동을 요구하게 되고, 심리 , 육체 희생

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스트 스, 소진, 업무추진 동기

상실, 조직몰입의 방해 등과 같은 부정 향[7,22]을 가

져온다. 이같은 상은 특히 클라이언트와 직 인 상

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들에

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23].

그러나 직무요구는 모든 업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

문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직무요구는 반드시 부정

향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한 수 의 직무요구는 직무담당자들의 신경활동과 집

력을 활성화시켜 직무환경에 자신을 응시키기 해

노력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직무요구가 개

인의 능력과 직무가 요구하는 특성간의 합성, 개인의

요구와 직무가 제공하는 내 외 인 보상 간의 조화가 이

루어진다면 직무만족, 직무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4,24].

2.4 직  조직몰 간  계에  LMX  조

절효과에 한 논

LMX(Leader-Member Exchange)는 리더와 구성권간

의 개별 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25]. 본 연구에서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에 심을 가지는 이유는

첫째,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심리 신뢰 계로서 이러한 신뢰 계는 구성원들

의 직무태도에 주요하게 향을[11] 미치기 때문이다.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는 사회교환이론에 근거

하여 타인을 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

가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 와 믿음으로 행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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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즉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

용)의 질이 좋으면 구성원들은 리더에 해 신뢰, 충성,

지지, 존경, 책임 있는 유익한 계로 인식하고, 이에

한 부로 구성원들은 리더로부터 물질 , 심리 편익

과 자원을 제공받게 된다는 믿음을 가진다. 이러한 믿음

은 구성원들로 하여 조직에 한 충성도, 자기 업무에

한 몰입을 높힌다. 이는 조직에서 많은 직무요구나 역

할이 부여되어도 리더- 구성원간의 상호 신뢰 계가

구축되면 구성원들은 이를 극복하고 일에 충분히 몰입

하게할 것이다. 둘째, 조직변화의 시 에서리더의역할

이 요하기 때문이다.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

는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각기 다른 계를 개한다는

것을 제로 하여 리더와 각 부하들 사이의 구체 인

계에 집 한다[11].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는 기

존 리더십이론과 같이 집단 평균 인리더십을 발휘하

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구성원들 각자와 개별 인 사회

교환 계를 형성하여 상호 신뢰와 존 하는 계를

구축하면, 구성원들은 의무감과 책임을 가지고 평소의

능력을 뛰어넘기 해 노력하고 자신이조직이나 리더에

게 받은 것 만큼 추가 인 노력과 조직에 몰입한다[13].

그래서 리더가 구성원들 개별과의 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실증연구들에서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는 부하들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에 정 향을 확인하고 있다

[12, 26-29].

한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는 리더와 구성

원간에 교환 계로 형성되는 제도화되지 않은환경이 되

며, 이러한 계는 주어진 조직환경, 직무요구에서 조직

성과를 극 화 할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부연구들

에서도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가 조직몰입, 소

진, 조직시민행동 등과 같은 태도변수에 한 매개, 조

하는[28,30] 간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직

무요구와 조직몰입간에 향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와 유사한

상사와의 커뮤니 이션, 피드백등이 직무요구가 조직몰

입에 미치는 부정 향을 조 , 완화하며, 건설 인 피

드백은 업무를 효과 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연구[8,9]

가 있다. 한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이 구성원들의 기여

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성원들의 복지에 심

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조직지원인식은 구성원들

은 조직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믿으면 조직에 보답

하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계

에서 조 효과가 있음응 확인하고 있다[31,34,35]. 조직지

원인식이나 정 피드백, 커뮤니 이션 등은 상사와

구성원간에 발생되는 제도화되지는 않은 조직내 계

상황이며,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도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요인이라 할 수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

무요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서 LMX(리더-구성

원간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실증 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최근 노인복지 사회복지사들에게 요구되는 직무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직무요구를 어떻게 정 으로 해

결하도록 할 것인가에 한 인 자원 리 차원의 과제를

찾는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3. 연

3.1 연 형  연 가

이상의 논의에 따라 선행연구들에서 조직몰입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 요인(성별, 연령, 결혼

유무, 경력)을 통제변수로 하고, 직무요구를 측변수로

하여 조직몰입에 한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 직

무요구의 향을 조 하고,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되는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한 연구모형과 연

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Moderatng V.

LMX

Control.V.

gender

age

married

careed

↓

Predictor.V.

job-demand →
Dep.V.

organizational

commitment

Fig. 1. Research Model

연구가설 1. 사회복지사의 개인 요인(성별, 연령, 결

혼유무, 경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요

구는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1. 사회복지사의 개인 요인(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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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유무, 경력)은 조직몰입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사회복지사의개인 요인을 통제한 상

태에서 직무요구는 조직몰입에 음(-)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사회복지사의 개인 요인(성별, 연령, 결

혼유무, 경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복

지사와 상사와의 상호 계의 정도(LMX:

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는 조직몰입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사회복지사의개인 요인을 통제한 상태

에서직무요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

는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 수

에 따라 유이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3.2 연 대상  료

본 연구는 경기도 노인복지 회 소속 된 50개 노

인복지 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진행되었

다. 총 315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189

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조사기간은 2016년 1월부터 약

한달간 이루어졌으며, 분석은 Spss for window Ver.20.0

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다 회귀분석을 하 다.

3.3 주 변수  측정도

3.3.1 통제변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에 한 연구결과

를 반 하여, 성별, 연령, 결혼유무, 경력을 통제변수로

하 다. 사회복지사의성별은 남자1, 여자 2로 하 고, 연

령은 연속변수, 결혼유무은 미혼1, 기혼2, 경력은 시설

근무 총 개월 수로 하 다.

3.3.2 직

직무요구는 Karasek &Theorell과 Bakker, Demerouti

Verbeke[6]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홍춘철(2006)이 사

용하 던 척도를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직무요구

는 총 17개 문항이며, 5 척도로 측정하 고, 신뢰도는

a=.904이다. 문항의 합산 수가 클수록직무요구가 많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3.3.3 LMX(리더- 원간 상호 용)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의 질은 Linden과

Maslyn[30]이 개발한 척도를 기반으로 이 형(2013)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다. 총 12개 문항, 5 척도로 측

정하 고, 신뢰도는 a=.945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사가 속한 에서 장이나 과장에 한 본인의 생각이

나 느낌으로 조사하 고, 문항의 합산 수가 클수록 리

더와 구성원간의 계의 질이 좋음의 의미로 해석된다.

3.3.4 조직몰

조직몰입은 Meyer &Allen[33] 이 개발한 것을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 고, 총 12개 문항 5 척도로 측정하

고, 신뢰도는 a=.843이다.

4. 연 결과

4.1 기술통계

4.1.1 적 특 (통제변수)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가 140명(74.1%)로

남자 49명(25.9%)보다 월등이 많아 노인복지 에는여자

사회복지사가 많았다.

응답한 사회복지사의 연령은 평균 31세 고, 응답자

기혼 72명(38.1%), 미혼 115명(60.8%)로 미혼자가 더

많았다. 경력을 보면, 평균 약 3년 정도 다. 182명 1년

미만 경력자는 23명, 1년이상 경력을가진 사회복지사는

159명이었다.

4.1.2 주 변수 결과

사회복지사들의 조직몰입의 정도는 평균 3.60으로

간 2.5보다 다소 높았고,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

도 평균 3.46으로리더와 구성원간의 상호 계 질의 정도

는 간수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Mean SD Min Max

Organizational
Commitment(60)

3.60 5.491 27 59

job-demand(85) 3.13 8.796 31 74

LMX(60) 3.46 8.158 16 60

Table 1. Technical Satatistics of maj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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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인지하는 직무요구는 평균

3.18로 간보다 다소 높았으나 조직몰입, LMX(리더-구

성원간 상호작용)보다는 조 낮게 나타났다(Table 1 참

고).

4.2 연 형 검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형 1은 통제변수인 개

인 요인과 주요 측변수인 직무요구, 모형 2에서는 조

변수인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를 투입하 고,

모형 3에서는 측변수와 조 변수그리고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하 다(Table 2). Table 2, 모형 1

에서 보여지듯이 개인요인과 직무요구의 설명력은 약

12.8% 다.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를 추가 투

입한 모형 2는 수정된 R2은 34.4%로 모형 1에 비해 설명

력이 약 20% 정도 증가하여 LMX(리더-구성원간 상호

작용)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이 큼을 측해볼 수 있

었다. 모형 3에서 상호작용항의 조직몰입에 한 설명력

은 약 41%로 모형 2에 비해 약 10% 정도 설명력의 증가

를 보 다. 각 모형 설명력의 증분은모두 통계 으로 유

의미하 다. 즉 연구모형은 가정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사의 개인 요인, 직무요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

는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urbin-Watson도 2.044로 기

값인 2에 근 하고, 0 는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간

에 상 계는 없는 것으로 단되어회귀모형은 합하

다고 할 수 있다.

R2
adjusted

R2

statictic change varaition
Durbin-
WatsonR2 F P

1 .165 .128 .165 4.478 .001

2 .344 .309 .179 30.554 .000

3 .443 .408 .099 19.729 .000 2.044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음으로 연구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개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요구는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정도의 결과는

Table 3 모형 1에서보여지듯이, 사회복지사의 개인 요

인 에서 연령과 경력은 조직몰입에 정의방향으로 유의

미한 향을 보 고, 직무요구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

한 향을 보 다. 즉 연력이 많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좋아졌고, 직무요구가 많으면 조직몰입 정도

는 낮아진다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경력이

조직몰입에 미친다는 강철희[15], 김경호[1], 신창환[17]

의 연구와 유사한 것이었고, 직무요구가 조직몰입에

해 부정 향을 미친다는 강길 [4], 황정하 외[22]의

연구 결과를확인한것이다. 그리고 성별, 결혼상태가

향이 유의미 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1,19]와 같은 결과

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개인 요인(성별, 연령, 결혼유무,

경력)을통제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와 상사와의 상호

계의 정도(LMX)가 좋을수록 조직몰입에정(+)의 방향으

로 향을 보 다. 모형 2에서보여지듯이 LMX(리더-구

성원간 상호작용)를 투입한 결과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는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나타내었다. 이

는 강종수[12], 박우화[26]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

다. 그리고 연령, 경력의 개인 요인도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보 다. 그러나모형 1에서나타났던 직무요구

의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요

구의 향이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에 흡수되었

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개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요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LMX(리더-구성

원간 상호작용) 수 에 따라 유이한 차이를 보 다.

연구모형인 모형 3을 보면, 직무요구와 LMX(리더-구

성원간 상호작용)의 상호작용항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보 다. 개인 요인인 나이, 경력도 여 히 조직몰

입에 정 인 향을 나타냈고, LMX(리더-구성원간 상

호작용)도 정 인 향을 보 다. 한 직무요구는 모형

1의 결과와 같이 조직몰입에 부 인 향을 보 다. 즉

직무요구는 조직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며,

직무요구가 상사와의 상호작용 계가 좋은 경우에는

정 인 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 다.

이러한 결과는 송 진[9] 등의 연구에서 밝 진 LMX

(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의 조 효과와 유사한 결과

다. 한 이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직무요

구가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와 같은 신뢰있는

계에 의해 지지되면 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을 새롭게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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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B SE β

1 42.733 5.280 8.093***

gender -1.947 1.096 -.155 -1.777

age .236 .095 .258 2.484*

married .979 1.132 .085 .865

career .392 .191 .191 2.053*

job-demand -.110 .055 -.174 -1.997*

2 28.239 5.383 5.246***

gender -1.468 .980 -.117 -1.498

age .209 .085 .228 2.470*

married .211 1.017 .018 .207

career .430 .170 .210 2.530*

job-demand -.057 .050 -.090 -1.141

LMX .304 .055 .438 5.528***

3 32.852 5.090 6.455

gender -1.321 .907 -.105 -1.456

age .194 .079 .211 2.464*

married .195 .941 .017 .207

career .349 .158 .171 2.205*

job-demand -.326 .076 -.516 -4.281***

LMX .215 .055 .310 3.929***

demand×
LMX

.008 .002 .527 4.442***

*p<.05, **p<.01, ***p<.001

Table 3. Hierachy regression analysis

다음으로 상기한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의

조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과 크기를 확인하기 해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를 평균을 심으로 상

하 세그룹으로 구분하여 입하 을 때직무요구가 낮

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 한 조직몰입의 정도 변화를 그

래 로 나타내었다. Fig. 2와 같이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가 평균이상인 두 그룹은 직무요구가 조직몰입

에 미치는 향의 단순 기울기가 정 인 경사를 보 고,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가 낮은 그룹은 직무요구

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의 단순 기울기는 부 인 경

사를 보 다. 즉 직무요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은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에 의해 정 으로 조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상으로 직

무요구와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과 더불어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의

조 효과에 해 검증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의 조직몰입의 정도는 평균 정도로

그리 높지 않았고, 직무요구는 간수 으로 느끼고 있

었다. 한 리더와 구성원간의 상호 계 역시도 간수

으로 인식하고 있어 반 으로 리더와 구성원들 개별

과의 상호 향력이 많이 작동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연령, 경력이 많을수록 조직몰입

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오랜 경력 등은

심신을 피로하게 하여 조직몰입을 낮추지 않을까라는

측도 해보았으나, 선행연구들[1, 15-17]에서와 같이 경력

과 연령이 많으면 해당 조직이나 업무에 한 애착과 이

해의 정도가 높아져서 조직몰입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직무요구가 많으면 조직몰입도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 진 것으

로 과 한 업무, 시간 압박등은 신체 , 심리 으로 많은

부담을 주게 되어 조직몰입을 방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로 리더-구

성원간의 상호 계의 질은 조직몰입을 높힐 뿐 아니라

직무요구의 조직몰입에 한 향을 조 하는 효과를 확

인한 것이다. 즉 서로믿고 일한 만큼의 댓가가주어진다

는 신뢰있는 리더-구성원간 계는 구성원들의 조직몰

입을 높이며, 과 한 업무도 효과 으로 수행하게 하여

구성원 개인의 발 을 가져오는 도 업무가 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 사회복지사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해

서는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는 리더와 구성원간의

일반 인 믿음이기 보다는 사회 상호교환 계를 통해Fig. 2. moderating effect of L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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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은 구성원들이 자신이

일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상 조직인 사회복지조직은 임

등물질 보상이그리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이룬

성과, 노력한 것에 한 물질 , 비물질 보상체계를 마

련하는 것이 조직몰입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로 재충 을 한 상 학교 진학이나외부 문기 의 교

육기회 제공, 안식월, 안식년 등의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36,37]. 한 기존과 같은 구성원 체에 한 집단

리더십 보다는 구성원 개별에 합한 리더십을 발휘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해서 개별구성원들과 다

양한 채 을 이용한 공식 , 비공식 소통 기회를 일상

화하여 업무에 한 조 문화를 만들고, 구성원 각자

가 책임 주체가 될수 있는조직구조를 만드는 것도 도움

이 될 것이다. 업무 추진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에 한 의존이 큰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복지사

들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LMX

(리더-구성원간 상호작용)는 매우 유용하다 본다. 한

연령, 경력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을 볼

때, 경력자들이 이직하지 않고 지속 으로 일할 수 있도

록 하는 지원도 필요한데 LMX(리더-구성원간 상호작

용)는 이러한 효과도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직무

요구와 조직몰입의 계에서 LMX(리더-구성원간 상호

작용)의 조 효과를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한 비

리로 운 되는 사회복지조직에 경 학 이론을 용 검증

함으로서 사회복지와 경 의 융복합을 이루는토 가 되

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기도 노인복지 만을 상으로

하여 사례수가 많지 않아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직무요구를 도 , 방해 요구

로 구분하여 직무요구의 향을 좀 더 구체 으로 검증

할 필요가 있겠다. 한 방법론에서 질 인 방법과 결합

하여 계에 한 내용을 풍부히 하고, 구조방정식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조 , 매개효과의 분석을 정 히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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