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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사회복지관련조직들은 공급주체의 다양화로 경쟁

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서비스 질 향상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 조직관

리의 필요함이 인식되면서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물질적 보상체계가 미약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특히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증

대시켜 구성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구성

원에 대한 섬김과 봉사를 주요 내용으로 서번트 리더십 

또한 의미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직접 서비스 전달조직은 서비스 전달자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서비스 질을 좌우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태

도와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 서비스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몰입 역시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

요 변수로 연구되고 있다. 조직몰입은 구성원들이 조직

에 대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지, 조직에 대한 애착, 

조직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 등을 의미한다. 조직몰입

은 구성원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1] 미치는 주

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리더십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영

향력을 행사하는 과정[2]이라고 할 때, 리더십은 구성원

들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을 통하여 서비

스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도 다수 있으나,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는 리더십이 조직

몰입, 조직신뢰를 통해서 조직성과를 높힌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급주체의 다원화속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사회복지관련 조직인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노

인요양시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빠

르게 확대되었으나 이들 조직의 서비스 질과 책임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에게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의미와 효과를 

파악함으로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한

다. 거래적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직접 

서비스 전달자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리더십이 구

성원들의 조직몰입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됨을 실증분

석한다. 

Ⅱ. 주요변수 및 연구방법

1. 주요변수 

1.1 서비스질 
  

  서비스 전달조직에서 서비스 질은 핵심적인 조직성과

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질서비스 질은 SERVQUAL 척도를 

기본으로 하고 이윤정[3]이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노인요양시설에 

맞게 표현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2개 문항 

신뢰도는 α=.936이다. 

1.2  리더십

리더십이 조직몰입을 매개로 서비스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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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요양보호사의 조직몰입이 서비스질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혁적리더십과 조직몰입은 서비스 질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고, 특히 변혁적리더십은 조직몰입을 

통해 서비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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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거래

적 리더십이론은 리더와 구성원간에 교환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증대시켜 구성원의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강조한다. 서번트 리더십은  헌신하는 리더십

으로 구성원에 초점을 둔 것으로 섬김과 봉사의 리더십

이라고도 한다. 

  거래적 리더십은 Bass[4]가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신뢰도는α=.791

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Bass[4]가 개발한 것을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총 7개 문항으로 신뢰도는 α=.938이

다. 서번트 리더십은 Spears[5]가 제시한 것을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고, 총 6개 문항이고 신뢰도는 α=.961이다. 

1.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가지는 포괄적이고 긍정

적인 태로로 조직유효성의 지표로 조직관리에서 주요한 

개념이다. 조직몰입에 대한 측정은 Meyer & Allen[1]이 

개발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총 17개 문항이

며 신뢰도는 α=.874이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몰입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리더십(거래적리

더십, 변혁적리더십, 서번트리더십)의 정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조직몰입의 정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리더십과 조직몰입은 서비스질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리더십은 조직몰입을 통하여 서비스질에 영

향을 미치는가

2.2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

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총 32개 기관에 각 10-20부씩 

총 500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우편조사로 실시되었고, 회수

된 설문지는 총 24개 기관 318개이다. 조사된 설문은 

SPSS for window Ver. 20.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

였고, 기술통계분석과 위계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서비스 질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1에서와 같이 모형1, 

모형2 모두 모형적합도 유의미하였다. 모형1에서는 변혁

적 리더십이 서비스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고, 모형2에서는 조직몰입을 투입한 결과 서비스 질

에 대한 리더십의 유의미한 영향은 없고 나이와 조직몰

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를 통

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에게 변혁적 리더십과 조

직몰입은 서비스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변혁적리더십은 조직몰입을 통해 서비스질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 서비스질에 대한 영향분석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b(β) t b(β) t
상수 10.511 5.543
성별 -.002 -.036 .035 .702
나이 .104 1.957 .116 2.351*
경력 .047 .892 -.021 -.426
거래 -.016 -.213 -.014 -.198
변혁 .342 2.442* .061 .449

서번트 .160 1.251 .150 1.270
조직몰입 .455 6.846***
R2)/수정된 

R2 .232 .342

F 15.,226*** 21.914***
Durbin-wat
son

1.849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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