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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직풍토, 다문화실천역량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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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직풍토, 다문화실천역량 그리고 직무착근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간 관
계의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있는 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 근무하는 다문화 실천가들로 총 175명이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SPSS Statistics 20.0 및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술통계 분석,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이 이루어졌
다. 연구 결과는 첫째, 다문화 실천가의 조직풍토, 다문화실천역량 그리고 직무착근도의 평균값은 5점 총점에 3.5 이
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상인센티브(M=3.33)와 업무배정(M=3.27)이 낮게 나타났고. 다문화역량에
대해 다문화실천기술(3.2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무착근도의 하위요인 중 적합성(Mean=3.79)이 매우 높게 나타났
으나 연계(Mean= 3.19)와 희생(Mean= 3.02)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실천역량은 직무착근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표준화 계수=0.426, C.R.=5.293, p<.001), 조직풍토가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에 간접효
과를 나타냈다. 셋째, 조직풍토는 다문화실천역량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표준화 계수=. 206,
C.R.=2.499, p<.05), 또한 직무착근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표준화 계수=0.488, C.R.=6.131,
p<.001). 연구 결과에 따라 조직풍토의 개선과 다문화역량의 강화로 인한 다문화 실천가들의 직무착근도를 향상시키
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주요어 : 다문화 실천가, 조직풍토, 다문화역량, 직무착근도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organizational climate, multicultural practice competence, and job embeddedness 
of multicultural family service center and studied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se variables. The study 
samples are 175 multicultural practitioners at  7 multicultural family service centers located at Seoul and 
Gyunggi-Do. The study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analysis, conformati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analysis by SPSS Statistics 20.0 and Amos 21.0.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climate, 
multicultural practice competence, and job embededness of multicultural family service centers appeared to be 
posive by the mean value of 3.5 out of 5. Specifically, work reward and incentives(M=3.33) are relatively low, 
multicultural practice skills(3.27) are lowest among multicultural practice competence sub-factors and fitness is 
the highest(Mean=3.79) among job embededness sub-factors. Second, multicultural practice competence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embededness(Ɓ=0.426, C.R.=5.293, p<.001), and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organizational climate and job embededness. Third, organizational climate has a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practice competence(Ɓ=.206, C.R.=2.499, p<.05)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embedednes(Ɓ=0.488, 
C.R.=6.131, p<.001). Based on the study results, it was suggested to improve job embededness of multicultural 
practitioners by changing organizational climate and improving multicultural practice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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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민자의 국내 유

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

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말 현재 다문화가구원은 100

만9천 명이며, 다문화가구는 33만 5천 가구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2%를 차지한다 [1]. 우리 정부는 2006년 ‘여

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들 통합안

을 기초로 다문화 가정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 시군구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를 설치했으며, 2006년 21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전국에 걸쳐 28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

영되고 있다 [2].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고 외국 출

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과 귀화

자 비율은 30.9%에 해당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은 경

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

응 문제, 언어소통문제, 자아정체성의 문제, 급증하는

이혼율과 가정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적

응을 돕기 위하여, 정부는 다문화 사회 건설을 주요과

제로 선정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 전체

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집합 교육이 어려운 이민자

에게 방문교육 지도교사 확대,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3]. 그러나 정부의 상당한 재정적 지원

을 받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 다문화 가정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

소 과잉공급,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집권식

프로그램 집행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사업의 전문성 및

효과성의 미흡 등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

의 안정적 한국 사회정착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제

고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크며, 이주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게 면대

면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실천가들의 전문적 역량이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강조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실천가들은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

공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문화 전문인력

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량은 다문화 실천가들의 직무 만

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실천가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이 약 64%에 달하며, 상근근무자 중 1년 이내에 직

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42%에 미쳐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5, 6].

다문화실천역량이란 실천가 개인이나 서비스 전달

조직이 다문화적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정책을 말한

다 [7]. 이러한 실천가의 전문성은 조직의 슈퍼비젼, 개

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 업무배정, 그리고 보상과 같

은 조직풍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8]. 또한, 긍정적

조직풍토와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 역량은 조직에 대

한 애착과 조직 몰입도를 의미하는 직무착근도를 높여

이직 의도를 줄일 수 있다 [9].

본 연구는 다문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이

고 전문적인 서비스 수행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슈퍼비전, 개인의 자율성, 업무배정과 보상의 적절

성을 포함하는 조직풍토, 다문화 실천가의 다문화실천

역량, 그리고 직무착근도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

들 간 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다문

화 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 시행에

대한 다문화 서비스의 효과성과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

회적응에 관한 것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효

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문화 실천가의 전문성이

나 문화적 태도 등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로는 다문화 종사

자의 직무만족도 [5],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 [6], 그

리고 다문화실천역량 척도 개발과 타당도 조사 등에 대

한 연구 결과가 있으나 [7, 10], 문화적 역량이 갖는 영

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역량이 다른 변인들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본다는 데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

며 또한 조직풍토, 다문화역량, 그리고 직무착근도간의

다면적 관계를 조사하여 다문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실천가들의 조직환경, 다문

화역량과 직무착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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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함의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관점에

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실천역량의 개념

문화적 역량이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

으로 다문화 클라이언트에 대해 원조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힘이나 기량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강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한

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실천역량은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개입기술을 적용하거나 효과적으로 사정

및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하는 다문화실천 기술, 다문화 클라이언

트의 행동을 이해할 때 문화적 맥락과 배경을 고려하고

문화적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민감성, 한국사회

의 제도적 장벽 및 차별에 대한 이해와 문화 적응 관련

지식과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국내 체류 관련 법과 제도

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험을 통한 문화적 역량의 습득

및 문화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 [7].

‘

2. 조직풍토의 개념

Litwin 과 Stringer 는 조직풍토란조직의중요한환경

적요인과그특정한조직에서일하는사람들의가치, 태

도, 신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지되는 주관적 개념으로,

일단형성된조직풍토는직무성과와직무만족에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11]. 조직풍토는 개인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조직구성원들의 업무수행

과 관련되는 행위, 인식, 태도 등을 통해서 조직성과에

연결된다고 알려져있다 [12, 13]. 본 논문에서 사용될 조

직풍토의 하위요인은 선행연구들의 공통요인인 슈퍼비

전, 개인의 자율성, 업무 배정과 보상으로 선정하였다.

3. 직무착근도의 개념

Michell et. al 에 따르면 직무착근도는 자신이 속한

기관에 대한 애착 정도를 나타내며 직무 착근도가 높을

수록 직원들의 이직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고 직무에 관

한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직무 만족이나 직무몰입

보다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는 요인이다 [14]. 직무 착근

도의 구성 요소는 적합(fit), 연계(links), 희생(sacrifice)

으로 되어 있다. 직무착근도의 하위요인 중 적합성이란

개인의 능력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조화를 이루

며, 개인의 관심이 조직에서 보상하는 것과 일치하는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조직문화

와 적합할수록 이직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희생의 개념

은 각 개인이 해당 회사를 그만둘 경우 잃어버리는 직무

상의 보상과 혜택, 심리적, 사회적, 물질적 비용, 즉 이직

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연계는 직무에 대해 발생한 개

인의 애착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직무에서 다른 사람

과 활동에서 가지는 협력,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식적

/비형식적 연결고리를 말한다 [15].

4. 다문화역량과 직무착근도 간의 관계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주자들

에 대한 실태조사와 한국 사회적응에 초점을 두고 이루

어져 왔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역량에 관한

관심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두되어왔다. 반면 다

문화적 특징을 지닌 서구사회에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화적 역량이 서비스 실천에

미치는 중요성이 강조되어져 왔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7]. 그러나 특히 문화적 역량이 조직에 대

한 애착감을 높이고 이직률을 줄여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직무

착근도와 직접 관련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최희철과 송순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지식이 직무 만

족을 유의미하게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5], 다문화 기관 종사자들이 다문화 교육 경험이나 프

로그램 진행 경험이 문화적역량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6]. 선행연구를 통하여 볼 때 다문화가

족과의 직·간접적 접촉은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이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대한 효능감 증진이나 역량 강화에

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의 정도가 업무 이해와 일에 대한

만족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된다. 다문화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이 업무수행이나 만족감에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관련 업

무 종사자의 문화 역량이 직무만족도 또는 직무착근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 이들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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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풍토와 다문화역량과 직무착근도의 관계

우리나라에서의 직무 착근도에 관련된 기존의 사회복

지 연구는 이직 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회복

지는 원조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서비스 제공자

와 문제를 가진 개인과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

된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문화 실천가의 직무착근도는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

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풍토의 요인 중 승진기회, 임금,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기회 등이 직무착근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김성한은 직원교육 위주의 교육과

사례회의나 슈퍼비전과 같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

을 위한 교육은 이직 의사를 낮추는효과를 가졌다고 보

고하였으며 [16], 공계순의 연구에서는 업무가 명료하고

적절할수록,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이직 의도가

낮다고나타났다 [17]. 또한, 승진의공정성, 승진할 기회

의 제공, 업무와 관련된 적절한 보상, 그리고 교육기회

등이 많을수록 사회복지사들의 이직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국외연구에서는 Holtom et. al은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과 조직에 대한 애착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직무 자체의 성격이 종

사자의 기대와 일치될 때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아짐으

로써 이직 성향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19]. 즉 한 개

인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직무와 조직에 대한 적합성 유

무는 결국 조직에 대한 애착 관계인 직무착근도로 연결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직풍토와 다문화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사회복

지조직 내에서 제공되는 재교육의 기회와 만족도가 높

을수록, 업무배정이 적절할수록,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수록 전문성의 수준이 높으며, 보상이 사회복

지사의 전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 21]. 즉 사회복지기관이 조직풍토를 어떻게 조성

하고 관리하는지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

며 이는 곧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수

행에도 연관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방희선

의 사회복지사의 실천역량과 조직풍토에 대한 연구에서

는 실천역량이란 인성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 의해 영향

을받지만, 조직의구조적요소인교육과훈련때문에향

상될수있다고보고한다 [8]. 즉선행연구결과에따르면

다문화실천역량은 조직풍토의 슈퍼비전, 업무배정 또는

교육의기회등에의해서양성될수있으며영향을받는

다고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실천가의 조직풍토, 다문화실천역

량, 그리고 직무착근도간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실천가의 조직풍토, 다문화실천역량, 직무

착근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조직풍토와 다문화실천역량 그리고 직무착근도간

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있는 8곳

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 실

천가 178명이다. 연구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에서 10

월이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전화와 방문으로 협조를

요청한 후 조사대상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조

화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수거하였다. 연구 설문지는

총 180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5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나머지 175부의 설문자료가 연구 분석

에 사용되었다.

3. 연구 도구 및 타당성

1) 외생변수: 조직풍토

본 연구에서는 김용민이 구성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22]. 본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슈퍼비전 관련(슈퍼바이

저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있도록 동기를 부여

한다 등) 7문항, 개인의 자율성 관련 7문항(우리 기관에

서는 업무관련 교육이나 연수 세미나의 참여를 사회복

지사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등), 업무배정 관련(우

리 기관은 업무배정 시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업무를 배

정한다 등) 7문항, 보상이나 인센티브 관련(우리 기관은

업무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인센티브

나 보상을 준다 등) 7문항으로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

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실천가가 지각하는 조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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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조직환경 척도

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0.93으로 나타났다.

2) 내생변수 및 외생변수: 다문화실천 역량

노충래와 김정화에 의해 개발된 다문화 실무자 문화

적 역량 척도를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7]. 본 척도는

다문화실천기술(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개입기술을 적용하거나 효과적으로 사정 및 목

표를 설정할 수 있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다는 내용)

관련 9문항, 문화적 인식 및 민감성(다문화 클라이언트

의 행동을 이해할 때 문화적 맥락과배경을 고려하고 문

화적 특성에 대해 편안해하는가)관련 6문항, 다문화 지

식 관련(한국사회의 제도적 장벽 및 차별에 대한 이해

문화 적응 관련 지식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국내 체류 관

련 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 관련 7문항 그리고 문화 차

이 극복 노력 관련(경험을 통한 문화적 역량의 습득 및

문화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 관련 4문항으로 총 25문

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실천역량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다문화 실천역량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내생변수: 직무착근도

본 연구에서는 Mitchell et al [14]이 개발한 것을 김은

희 [23]가 한국판으로 수정, 보완한 직무착근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적합성(예를 들어 현 복지조직과 잘 맞는

다고 생각한다 등) 8문항, 연계성(동료들은 나에게 의존

하고 있다 등) 4문항, 희생(승진의 기회가 많다 등) 6문

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

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착근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직무착근도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0.0 및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로 사용되는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조직환경과 다문화실천역량이

직무착근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가

설 검증을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모형에대한 적합도 검증과 더불어 가설 검증결

과를 도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

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40세까지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40대가 20.6%, 50세 이상이 14.3%로

나타났다. 학년은 대졸이 65.1%로 가장 많고 대학원 이

상이 20.6%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200~300만 원이

87.5%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관련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이 80.5% 대다수이며, 언어치료사를 포함한

기타 기타자격증이 10.4%이고 무자격증이 8%로 나타

났다. 현재 직위는 센터장과 중간관리자가 21.2%, 사회

복지사가 58.3%로 나타났다. 총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26.9%, 1년 이상~10년 미만이 65.79%, 10년 이상이

6.73%로 응답했다.

표 1. 인구 사회학적 분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5)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연령

20~29세 49 28
30~39세 63 36
40~49세 36 20.6
50세 이상 25 14.3
결측값 2 1.1

학력

전문대 졸업 이하 18 10.3
대학 졸업 114 65.1
대학원 이상 36 20.6
결측값

월수입

200 만원 미만 82 46.9
200~300 만원 미만 71 40.6
300 만원 이상 25 14.3
결측값 4 2.3

관련자격

증

사회복지사 2급 83 47.4
사회복지사 1급 58 33.1

기타(언어치료사 등) 18 10.4
무자격증 14 8.0
결측값 2 1.1

현재지위

복지관 및 센터장 5 2.9
중간관리자 32 18.3
사회복지사 102 58.3

기타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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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통계분석

표 2는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를 나타낸다. 조직풍토

는 5점 척도에 대해 평균값 3.49로 나타났으며 최소값

은 1.68이고 최대값은 4.71로 나타났다. 조직풍토의 하

위변수 중 수퍼비젼(M= 3.69), 개인의 자율성(M=3.66),

보상인센티브(M=3.33) 그리고 업무베정(M=3.27) 순서

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역량은 평균값 3.42, 최소값 1

과 최대값 5로 나타났다. 이중 문화적 인식(M=3.59)과

다문화 지식(M=3.47)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 차이 극

복 노력(M=3.38)과 다문화실천기술(3.27)이 낮게 나타

났다. 직무착근도는 평균 3.42, 최소값 1.9와 최대값 4.6

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적합성이 평균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계가 평균 3.19, 그리고 희생이 3.02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들의 정규성을 확

인하기 위해 실시한 왜도와 첨도 값은 절댓값이 모두 2

보다 낮게 나타나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하였다.1)

표 2.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Table 2. Major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N=178)

1)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에서는 잠재변수들의 정규성 분포가 가정돼

야 하며, 일반적으로 분포의모양을 볼때 왜도와 첨도의절대 값이

2보다 작을 때 정규성을 가진다고 본다.

3. 주요변인 상관관계

아래 표 3.은 주요 변수들에 대한 다중공선성 검토를

위한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조직풍토와 다문화역량

(r=. 186, p<.05), 조직풍토와 직무착근도(r=.481, p<.01),

다문화역량과 직무착근도(r=.442, p<.01)로. 001))로 모

두 양의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상관계수는

모두 0.7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3. 주요변인 상관관계분석
Table. 3. (Pierson’s Correlation Analysis

*.01,**0.01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남(양쪽 검증)

4.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4.1.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여2),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를 수용할

근거로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조직환경, 다

문화실천역량 그리고 직무착근도의 하부요인들의 타당

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square(p-value)=10.405(0.319),RMR=0.013,

GFI=0.975, AGFI =0.942, NFI =0.959, TLI=0.99, CFI

=0.994, RMSEA=0.036으로 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모든 적합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 측정모형의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서 해당요인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2)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요인적재치가 전반

적으로 0.5 이상 인지를 확인하여 개념타당성을 확인하며, 각 잠재

적 요인에 대해서 분산추출지수(AVE)를 계산하여 0.5 이상이라면

수렴타당성을 확보하며, 개념 신뢰도(ICR)를 계산하여, 0.7 이상이

라면 집중 타당성 또는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변수

하위변수
M(SD) Min Max 왜도 첨도

조직풍토 3.49(.53) 1.68 4.71 -.21 .33
슈퍼비젼 3.69(.72) 1.14 5.0 -.33 .64
개인의자율성 3.66(.63) 1.43 5.00 -.30 .26
업무배정 3.27(.48) 1.43 4.57 -.44 2.00
보상인센티브 3.33(.69) 1.29 5.0 -.18 .38
다문화역량 3.42(.62) 1.0 5.0 -.43 1.14

다문화적실천기술 3.27(.72) 1.0 5.0 -.41 .66
문화적인식 3.59(.60) 1.0 5.0 -.46 1.40
다문화지식 3.47(.65) 1.0 5.0 -.37 1.35
문화차이극복 3.38(.84) 1.0 5,0 -.45 -.07
직무착근도 3.42(.53) 1.9 4.6 -.30 .12
적합성 3.79(.63) 1.67 5.00 -.29 .04
연계 3.19(.77) 1.00 5.00 -.19 -.22
희생 3.02(.63) 1.50 4.50 .07 -.12

결측값 1 0.6

총

근무경력

1년 미만 47 26.9
1~5년 69 39.4
6~10년 46 26.3

10년 이상 10 6.7

결측값 3 1.7

조직풍토 다문화역량 직무착근도

조직풍토 1

다문화역량 .186
 1

직무착근도 .481 .4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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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잠재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Figur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에 대한 값은 아래 <표

6>과 같다. 조직풍토 요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수 ‘슈퍼비

전’, ‘업무배정’, ‘개인의 자율성’, ‘보상인센티브’에 대해

서 조직풍토 요인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인 요인적재치는 모두 0.5 이상의 값으로 나

타나 개념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분산추출지수가 0.789

로 0.5 이상, 개념신뢰도가 0.916으로 0.7 이상으로 나타

나 수렴타당성과 집중 타당성 또는 내적 일관성을 확보

하였다.

다문화실천역량 요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수 ‘다문화실

천기술’, ‘문화적 인식 및 민감성’, ‘다문화 지식’, ‘문화 차

이 극복 노력’에 대한 요인 적재치는 모두 0.5 이상의 값

으로 나타나 개념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분산추출지

수가 0.839로 0.5 이상, 개념 신뢰도가 0.940으로 0.7 이

상으로 나타나수렴타당성과 집중 타당성 또는 내적 일

관성을 확보하였다. 직무착근도 요인을 구성하는 관측

변수 ‘적합성’, ‘연계’, ‘희생’에 대한 요인적재치는 모두

0.5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개념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분산추출지수가 0.618로 0.5 이상, 개념 신뢰도가 0.823

으로 0.7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성과 집중 타당성

또는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조직풍토와 다문

화실천역량, 다문화실천역량과 직무착근도, 그리고 직무

착근도와 조직풍토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각 잠재

요인의 분산추출지수보다 적으므로 판별 타당성이 확보

되었다(표 6. 참조)

표 6.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Table 6. Internal composite reliability & AVE

잠재
요인 측정변수 표준적재

치/오차
개념
신뢰
도

분산
추출
지수

조직
풍토

슈퍼 비전 .886(.111) 0.916 0.798
업무배정 .592(.150)
개인의자율성 .908(.070)
보상인센티브 .717(.231)

다문
화
실천
역량

다문화실천기술 .845(.148) 0.940 0.839
문화적인식 .906(.064)
다문화지식 .900(.080)
문화차이극복 ,770(.282)

직무
착근
도

적합성 .833(.121) 0.823 0.618
연계 .527(.426)
희생 .578(.264)

4.2. 직무착근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가정한 세 개의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

조방정식 모형을 적합 시킨 결과는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Chi-square(p-value)=123.57(0.000)로 카이자승 통

계량에 대한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지만, 표본지수에 민

감하지 않은 RMR=0.040, GFI=0.901, AGFI =0.835, NFI

=0.893, TLI=0.899, CFI =0.925, RMSEA=0.089로 모형

적합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적합된 구조방정식 모

형의 분석결과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Figure 2. Model fit of the structural analysis

Chi-square(p) df RMR GFI NFI TLI CFI
RMS
EA

10.405(0.319) 41 .013 .975 .959 .899 .994 .036

Chi-square(p) df RMR GFI NFI TLI CFI
RM
SEA

123.571(.000) 41 0.04 .901 .893 .899 .925 .089



A Study on the Structural Analysis among  Organizational Climate, Multicultural Practical Competence and Job Embededness 
of Multicultural Family Service Center 

- 398 -

조직풍토는 다문화실천역량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표준화계수=. 206, C.R.=2.499, p<.05),

다문화실천역량은직무착근도에양의방향으로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표준화 계수=0.426, C.R.=5.293, p<.001).

또한, 조직풍토는 직무착근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표준화 계수=-0.488, C.R.=6.131, p<.001)

(표 7. 참조).

표 7. 직무착근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Table 7. Structural analysis result

2) 가설 모형의 효과분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요인 간에 전체적인 영향력

(총효과)3)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로 얻어진 연구모형이다. 연구모형에서 조직

풍토 요인이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0.488이

다. 또한, 조직풍토가 다문화실천역량을 통해서 직무착

근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206×0.426=0.088)이므로

총효과는 0.576임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그림 3. 연구모형
Figure 3. Study model.

3) 총효과(total effect)는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나뉜다. 직접효과란 

두 요인 사이의 직접적인 경로 계수를 의미한다. 

가설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조직풍토-->
다문화실천역량

.206*

다문화실천역량 -->
직무착근도

.426***

조직풍토-->
직무착근도

.488*** .088*** 0.576***

*p<0.05 **p<0.01 ***p<.001

표 8. 효과분해 결과(표준화계수 이용)
Table 8.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다문화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실천가들의

조직풍토의 특성과 다문화역량 그리고 직무착근도 정

도에 대해 알아보고, 다문화 실천가의 직무착근도를 높

이기 위한 조직풍토의 특성과 다문화역량의 강화를 도

모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다문화 실천가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높은 질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인 다문화 실천가의 조직풍토,

다문화실천역량 그리고 직무착근도의 평균값은 5점 척

도에서 3.5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조직풍토는 슈퍼 비전(M= 3.69)과 개인의 자율성

(M=3.66)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보상인

센티브(M=3.33)와 업무배정(M=3.27)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업무에 대한 자율성(3.22)이 중간수준을 넘는 데

반해 보상체계(2.70)와 업무부담(2.64)에 대해 부정적으

로 인식한 서울시에 위치한 50개의 사회복지기관에 근

무하는 218명의 사회복지사의 조직풍토에 대한 서호정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24].

다문화역량 중 문화적 인식(M=3.59), 다문화 지식

(M=3.47) 그리고 문화 차이 극복 노력(M=3.38)에 대해

다문화실천기술(3.2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 실

천가의 다문화실천역량 강화에 있어서 효과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실천기술의 향상이 강조돼

야 함을 나타내며,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직무착근도의 하위요인 중 ‘나의 가치관과 기술과

재능과 현재 기관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적합성이

(Mean=3.79)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업무분야나 동료와

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계(Mean= 3.19)와 ‘정년과 승진

의 기회와 선택의 자유’를 뜻하는 희생(Mean= 3.02)은

가
설

가설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
화계수

SE
CR
(p 값)

채택
여부

H1

조직풍토
-->
다문화실천역
량

.206 .208 .083
2.499*
(.012)

채택

H2
다문화실천역
량 -->
직무착근도

.426 .348 .066
5.293*
**
(.000)

채택

H3
조직풍토-->
직무착근도

.488 .401 .065
6.131*
**
(.000)

채택

Chi-square(p-value)=1123.271(0.000), RMR=0.040, GFI=0.901,
NFI =0.893, TLI=0.899, CFI =0.925, RMSEA=0.089

*p<0.05 **p<0.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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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박우영의 직무착

근도 연구의 평균(적합성 3.66, 연계 3.59, 희생 3.05)과

유사하다 [9]. 즉, 다문화 실천가들의 직무착근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종사자 간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과 정년과 승진의 기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실천역량은 직무착근도에 양의 방향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표준화 계수=0.426,

C.R.=5.293, p<.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적합성, 즉 업무의 성격과 실천가의 지식과 기술

이 잘 맞을 때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이직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9].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역량 중 특히 다문화실천역량이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짐으로써 전문적 실천수행의 향상을 위해

서 뿐만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애착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도 다문화시설에서의 다문화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직풍토는 다문화실천역량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표준화 계수=. 206, C.R.=2.499,

p<.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직풍토의 구성 요소인

슈퍼비전, 개인의 자율성, 보상, 업무배정이 적절히 이

루어질 때 다문화역량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문화역량은 지속적인 교육과 다문화 대상자들에 대

한 종사자들의 서비스 제공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

하는 것에 의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조직풍토에 있어

서 슈퍼비전을 활용하고 다문화실천역량에 대한 내·외

부 교육을 제공하며, 일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한 적절

한 보상과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풍토는 직무착근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으며(표준화 계수=-0.488, C.R.=6.131,

p<.001), 다문화역량은 조직풍토가 직무착근도에 미치

는 영향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

무착근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조직과 직무환경에 관련된 요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알

려져있다 [25]. 본 연구 결과에서도 조직풍토 변인이 다

문화역량과 직무착근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과중

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을 초래하고 전문성

을 쌓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실천가의

이직률을 낮추고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조직풍토의 개선과 체계적

인 교육과 종사자 간의 다문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다문화 실천가의 전문성 확보가 필

요하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실천가에

대한 과도하지 않은 업무배정과 적절한 보상과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승진과 정년이 보장되는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의 정착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직풍토에 대한

평가뿐만 다문화 실천가의 다문화실천역량 향상의 필

요성과 직무착근도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었다는 데 의

미가 있다. 또한, 다문화 실천가의 이직을 막고 전문적

실천수행을 위해서는 조직풍토의 개선을 위한 기관 내

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따른 적절

한 보상과 다문화 실천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처우의

개선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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