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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각장애인도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  배경, 감정노동, 역할, 직무특성, 조직문화, 조직공정성으

로 선정하 다. 선정된 요인들은 양  검증에 질  검증을 보완한 혼합연구 방법을 사용하 으며, 양  검증은 

수집된 설문지를 상으로 통계와 분석을 진행하 다. 질  검증으로는 희망하는 직자와 문가를 상으로 

설문지 내용을 면담지로 재구성한 후에 면담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감정노동, 직무특성, 조직문화, 

조직공정성이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직무몰입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담당업무

에 한 조직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재량권 확 를 통한 자율성 보장해 주어야 하며,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해 

조직 차원의 집  리와 업무성과에 한 공정한 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요하다.

ABSTRACT

The study has a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or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employees working in the libraries for visually impaired. To do this, the study chose personal 

background, emotional labor, role, job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justice 

and attempted to find out how these factors affect the oranizational commitment. As a research method, 

mixed study method was used where quantitative analysis was complemented by qualitative analysis. 

For quantitative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retrieved questionnaires. For 

qualitative analysis, the researcher had a one-on-one talk with the experts and employees who want 

to participate using an interview note was recomposed based on the survey responses. In the study 

results, emotional labor, job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justice was 

proven to have influence on job engagement. To improve the job engagement, autonomy should be 

guaranteed by minimizing the organizational intervention to the assigned works and expanding the 

discretionary power. Furthermore, intensive management of the employees’ emotional labor and fair 

process regarding the work performance is highl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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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시각장애인도서 ( 자도서 )은 2019년 도

서  장애인서비스 황조사 기 으로 국에

는 33개 이 있으며, 그 서비스 상인 국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약 25만 명으로 규모면

에서도 많이 성장하 다. 그러나 주변 환경의 

격한 변화 그리고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 등

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이용자 서비스 개발  

운 에 한 방안 마련이 필수 인 상황을 맞

이하게 되었다. 이에 도서 을 운 ․ 리 할 

수 있는 문 인 자원 리 업무는 도서 에

서 매우 요한 사항이 되었다. 

이종권(2001)의 연구에서는 도서  만족도

에 향을 끼치는 요인들의 순서를 직원, 시설, 

목록, 장서 리 순으로 제시하 다. 한 김미

진(2015)의 연구에 따르면 도서  서비스를 이

용하는 이용자는 자료나 도서  공간에 한 

유형의 서비스보다 직원이 제공하는 무형의 서

비스를 더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만큼 문 인 인 자원의 확보와 육성 그리고 

유지가 요한 시 인 것이다.

시각장애인도서  인력 배치 기 을 명시하

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35년이 넘

도록 시 의 변화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시각장애인도서  직

원들은 제한된 인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

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도서 의 성장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심효정, 2006).

2019년 도서  장애인 서비스 황조사 결

과에 의하면, 국내 시각장애인도서 에는 사서

자격증을 가진 직원보다 사회복지사와 역교

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더 많다(국립장애

인도서 , 2020). 그러므로 사서 외에도 문 

분야가 서로 다른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시

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 몰입에 향을 

주는 표 인 요인들을 악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 연구의 목 은 도서 의 조직몰입에 향

을 주는 표 인 요인들을 선정한 후에 그 요인

들 에서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도서 ( 자도서

)에 근무하는 모든 직무의 직원들을 상으

로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악하기 해 다음과 같은 차로 진행하 다. 

첫째,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기 

해 도서 의 조직몰입, 복지시설의 조직몰입

에 련된 선행연구를 문헌을 통해 조사하 다. 

둘째, 문헌 조사를 통해 정량  평가를 한 설

문지를 작성하여 선정된 연구 상인 시각장애

인도서  종사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

를 배포하 다. 셋째, 설문지 이외에 정성 인 

평가를 해 장애인도서  직자  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보완하 다.

먼 , 문헌연구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과 련하여 세부 요인을 아

래 <그림 1>과 같이 개인  배경, 감정노동, 역

할, 직무특성, 조직문화, 조직공정성으로 설정

하 으며, 설정된 요인들은 독립개념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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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배경 감정노동 역할 직무특성 조직문화 조직공정성

성별, 연령,

직 , 직무,

고용형태

근무기간

운 형태

운 기 유형

내면

표면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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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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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직몰입 연구 모형(세부요인)

몰입을 종속개념으로 가설을 세워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정도를 분석하 다. 각각의 세부 

요인에 해 가설을 세우고, 검정을 실시하

으나, 아래와 같이 표 인 개념  가설만 검

정해 보고자 한다.

∙가설 1. 감정노동요인은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향을  것이다.

∙가설 2. 역할요인은 시각장애인도서  직원

들의 조직몰입에 향을  것이다.

∙가설 3. 직무특성요인은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향을  것이다.

∙가설 4. 조직문화요인은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향을  것이다.

∙가설 5. 조직공정성요인은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향을  것이다.

2. 이론  배경 

2.1 시각장애인도서 의 조직특성

시각장애인에 한 도서  서비스는 사회복지

에 한 자립이 힘들었던 시기에 사회복지 서비

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육병일을 통해 1969년 

한국 자도서 이 처음 개 하게 되었고, 1979년 

시각장애인도서 ( 자도서 ) 1호로 등록되면

서 본격 인 태동이 시작되었다(육근해, 2008). 

하지만,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 특수도

서 ( 자도서 )의 설립 근거가 규정되면서 

시각장애인도서 ( 자도서 )의 리가 이원

화되었으며 복지 과 도서 이 혼재된 상태로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황조사에 따

르면 ｢도서 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도서

과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시설)로 시설을 등

록하여 운 되고 있는 곳은 17곳이나 되며(이경

림 외, 2019), 국립장애인도서  웹사이트에 공

개된 국 시각장애인도서 의 44%이며, 장애

인복지  소속의 시각장애인도서 까지 포함한

다면 그 비율은 반이 넘는 수치이다.

2019년 도서  장애인 서비스 황조사에 따

르면, 시각장애인도서 ( 자도서 )의 평균 정

규직 인력의 수는 4.9명이다. 이는 약40년 동안 

련 규정에 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수

의 인력은 각 도서 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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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며 사서 자격을 가진 직원은 도서  유지를 

해 1명이상은 필수 으로 배치되고 있다. 시

각장애인도서 에는 일반 인 공공도서 에는 

없는 출열람원과 자지도원(교정원)이라는 

직무가 있으며, 해당 인력들의 선발과 배치를 통

해 공공도서 과는 다른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운 형태에 따라서 독립 으로 운  인 시각

장애인도서 들은 기 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

만, 사서와 출열람원이 포함된 운 부서와 

자지도원(교정원)이 포함된 체자료(제작)부

서로 뚜렷하게 이원화되어 있다. 하지만, 복지  

소속 장애인도서 들은 기 의 사업운 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학습지원 련 부서에 소속되어 운

  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출열람

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담

당하여 열람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자지도원

(교정원)은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자를 지

도하거나, 역 된 체 자료에 한 모든 교정을 

담당하게 된다.

2.2 조직몰입의 요인에 한 개념

감정노동은 사회 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특정 

감정을 외 으로 표 하는 행 로(김상구, 2009),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자신의 감정을 

조직의 규정에 따라 표 하려는 노력이라고 하

다(정선숙, 2018). 감정과 재화가 교환 가능

하다고 본 Hochschild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내

면행 와 표면행 로 구분되어 수행된다. 내면

행 는 실제로 당사자의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

는 행 를 말하고, 표면행 는 실제의 감정에 

상 없이 겉으로만 친 히 응 하는 것을 말한

다(Hochschild, 1983; 이가람, 2009).

직무특성은 직무에 한 의무감, 책임감, 결과

에 한 인지 등을 느끼게 하는 핵심  직무를 

특성별로 구분한 것으로 기술다양성, 과업정체

성, 과업 요성, 직무자율성, 피드백 등 5개로 구

성된다(Hackman & Oldham, 1976). 직무특성 

이론은 기본 으로 직무 충성화라는 테두리에 

구성되어 있으며, Maslow의 욕구단계 이론, 동

기- 생이론, 기 이론 등을 토 로 확립된 이

론이라고 할 수 있다(김한주, 1997).

조직문화는 통상 으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 신념, 지식과 기술 등을 포함한 종

합 인 개념으로 조직의 행동에 향을 주는 기

본가치로 정의된다(박내희, 2000). 문화란 국민

의 의식구조, 가치 , 사고방식 등 행동을 규제

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들이 공

유하고 있는 고유의 조직  가치 과 신념, 규범

과 습 그 모든 것의 총체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성국, 1997). 조직문화의 한 유형인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의 4가

지 조직문화는 합의( 계지향)문화, 계( 계

지향)문화, 개발( 신지향)문화, 합리(목표지향)

문화이다(장지원, 진종순, 2006).

조직공정성은 조직 내의 각종 의사결정에 해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공정성을 의미한다(Niehoff 

& Moornman, 1993). 구성원들의 조직공정성 

인식 방향에 따라 구성원들의 업무에 부정 인 

태도와 행 가 나타날 수도 있다. 구성원 개인

의 주  가치 단으로 복잡 다양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분배공정성, 차공정성, 상호작

용공정성 등 3가지 유형으로 연구되고 있다.

조직몰입이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기치

에 한 애착과 조직을 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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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성향, 조직과의 계를 유지하고자 개인

이 지각한 도덕  의무에 기 를 둔 집단에 

한 책임감을 의미한다(조찬식, 2018). Allen과 

Meyer은 여러 개념  불일치로 다양한 연구자들

에 의해 유사한 몰입의 형태가 개발되었다고 하

면서 정서  몰입(affective commitment), 유지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  몰

입(normative commitment)으로 분류하여 조직

몰입을 정의하 다(Allen & Meyer, 1990).

2.3 선행연구

재까지 도서  분야에서 조직몰입에 한 

부분의 연구들은 공공도서 과 사서를 상으

로 수행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각장애인

을 상으로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공공도서  

 시각장애인도서 의 사서를 상으로 조직몰

입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도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각장애인도서 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을 상으로 조직몰입에 한 연구

는 수행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시각장애인도

서 을 포함한 도서  분야에서 이루어진 조직

몰입에 한 연구를 조사하고자 한다.

최지선, 이미라, 손주 (2010)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매개 변수로 직무수행능력과 역할

모호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첫째 직무수행능력 수 이 높을수

록 직무만족 수 이 높았으며, 둘째 역할모호

성 수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수 이 낮았다. 

셋째 직무만족 수 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수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은 직무 

수행, 역할모호성과 조직몰입 간에서 완 매개

변수 역할을 하 다. 이 연구의 한계 은 첫째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원인-효과 계를 설정하

지 못했으며, 둘째 표집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

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효정(2006)의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사서

의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 다. 

개인  상황요인, 역할요인, 직무요인, 조직풍토

요인 4부분에 17개 세부요소를 연구에 활용하

다. 연구결과 사서의 조직몰입도에 향을 끼치

는 요인은 [직무요인-조직풍토-개인  상황요인

-역할요인]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개인  상황 

요인  근무경력과 직 이, 역할요인에서는 역

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이, 직무요인과 조직풍토는 

세부 요인 모두가 공공도서  사서들의 조직몰

입도에 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김효 (2008)의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사

서의 고용형태에 따른 조직몰입에 한 차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조직몰입을 감정 , 

유지 , 규범 으로 구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

직의 차이에 한 분석 연구를 진행하 다. 그 

결과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수 이 높았고, 

감정  몰입과․유지  몰입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이 주(2016)의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근무 

인 구성원들을 상으로 상 자의 윤리  리

더십이 구성원의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하 다. 조직몰입을 정서 , 지

속 , 규범 으로 구분하 고, 조직시민행동은 

이타  행동, 양심  행동, 의  배려, 시민의

식, 스포츠맨 정신으로 구분하 다. 그 결과 상

자의 윤리  리더십은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모두 정(+)의 향을 미쳤고, 한 조직시민행

동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찬식(2018)의 연구에서는 사서의 감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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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어떤 향을 주는 

연구를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사서를 감정노

동자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고, 감정노동

은 사서가 지각하는 직무만족에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감정노

동의 내면행동만 살펴 본 것으로 표면행동을 

포함한 다른 경 요인들에 한 연구와 분석이 

이어져야 한다.

김 (2017)의 연구에서는 조직지원과 조직

공정성이 도서  사서의 직무성과와 조직몰입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를 하 다. 

이 연구를 통해 조직지원과 직무몰입은 일부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지원

의 하 요소인 상사지원이 직무몰입과 비교  

높은 설명력을 보 다. 한 직무몰입의 하  

변인  직무만족이 조직지원과의 상 계에

서 높은 설명력을 보 다. 연구 결과 공공도서

의 사서들은 동료들의 지원보다 상사의 지원

에 더 큰 향을 받고 있으며, 조직지원을 통해 

직무에 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3. 자료의 조사  분석 

3.1 자료의 수집  설문지 구성

2020년 10월말 기  국립장애인도서  웹사

이트와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웹사이트에 등

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도서 ( 자도서 )  

총 33개 기 을 선정하 으며, 상 직원의 추

정치는 ｢2019년 도서  장애인 서비스 황조

사｣ 기 으로 120명이다. 상자들에게는 2020

년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주간 구 에 

링크된 설문지 링크를 배포하고, 화로 설문 참

여를 독려하 다. 최종 으로 78명이 설문에 참여

하여 추정치 인원의 65%가 참여하 다. 하지만, 

4개가 유효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하여 수집된 자

료  유효한 74건을 연구 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지는 개인  배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응

답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으며, 설문지의 문

항은 개인  배경(9문항), 감정 노동(7문항), 역

할(7문항), 직무특성(7문항), 조직문화(11문항), 

조직공정성(4문항) 등 6가지로 구분된 독립변인

과 종속변인인 조직몰입(15문항)으로 총 60문항

으로 구성하 다(<표 1> 참조).

3.2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8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3.2.1 타당성 분석

일반 으로 타당성(validity)은 연구자가 어

떤 연구문제에 해 조사를 실시하 을 때, 그 

조사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를 

단하는 기 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많이 활용되는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변인들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해 

직각회  방식  카이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

스(Varimax)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도출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합한가를 단하기 

해서 KMO의 표본 합도 검과 Bartlett의 

단 행렬검정을 하 으며, 감정노동, 역할, 직

무특성, 조직문화, 조직공정성, 조직 몰입요인 

모두 KMO 측도의 값이 기 인 0.5보다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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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구성 문항번호

독립변인

개인  배경

성별 Ⅰ 1

연령 Ⅰ 2

직 Ⅰ 3

직무 Ⅰ 4

자격증 Ⅰ 5

고용형태 Ⅰ 6

근무기간 Ⅰ 7

운 형태 Ⅰ 8

운 기 유형 Ⅰ 9

감정노동
내면 Ⅱ 1-2, 4-5 

표면 Ⅱ 3, 6-7

역할

역할모호성 Ⅲ 2-3, 5

역할갈등 Ⅲ 1, 4

역할과 Ⅲ 6-7 

직무특성

기술다양성 Ⅳ 1-2, 7

과업 요성 Ⅳ 3-5

자율성 Ⅳ 6

조직문화

동(합의) Ⅴ 1-3

료( 계) Ⅴ 4-6

자율(개발) Ⅴ 7-8

성취(합리) Ⅴ 9-11

조직공정성
분배공정성 Ⅵ 1, 3

차공정성 Ⅵ 2, 4

종속변인 조직몰입도 Ⅶ 1-15

<표 1> 설문지 문항의 구성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모든 요인의 유의

확률은 0.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주어진 

자료는 요인분석에 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타당성이 입증되었다(<표 2> 참조).

3.3 통계 분석

3.3.1 개인  배경 요인의 빈도분석

설문지에 응답한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

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

석을 실시하 다. 조사 상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개인  상황요인을 성별, 연령, 직 , 

직무, 고용형태, 근무기간, 도서 의 운 형태, 

도서  운 기 의 8가지 특성을 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26명(35.1%), 

여성이 48명(64.9%)으로 조직구성에서 여성 

비율이 약 1.8배 더 높았으나 기존 연구에서의 

공공도서  사서직군의 성별 비율보다는 그 차

이가 었다. 연령별로는 30  43명(58.1%), 

20  14명(18.9%), 40  13명(17.6%), 50  

이상은 4명(5.4%) 순이었다. 직 는 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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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KMO 표본 합도(MSA) 검정 0.62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 85.699

자유도 21

유의확률 <.001***

역할

KMO 표본 합도(MSA) 검정 0.81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 176.309

자유도 21

유의확률 <.001***

직무특성

KMO 표본 합도(MSA) 검정 0.80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 175.122

자유도 21

유의확률 <.001***

조직문화 

KMO 표본 합도(MSA) 검정 0.72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 311.914

자유도 55

유의확률 <.001***

조직

공정성 

KMO 표본 합도(MSA) 검정 0.83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 216.767

자유도 6

유의확률 <.001***

조직몰입 

KMO 표본 합도(MSA) 검정 0.80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 564.580

자유도 105

유의확률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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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요인별 타당성 분석

임 등 실무자는 48명(64.9%), 시설장, 장, 부장 

등 리자 이 26명(35.1%) 순이었다. 직무는 

사서가 23명(31.1%) 역교정사 21명(28.4%), 

출열람원 7명(9.4%), 기타 23명(31.1%)로 

사서와 역교정사의 차이가 거의 없어 시각장

애인도서 에서 요 직무로 볼 수 있다. 직원

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

증은 31명(41.9%),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23명

(31.1%), 역교정사 자격증 19명(25.7%),독

서지도원 자격증 1명(1.3%)순이었다. 

시각장애인도서 의 해당 직원에 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66명(89.2%), 비정규직이 8

명(10.8%)로 부분이 정규직으로 고용된 상

태 다. 근무경력은 5년미만 39명(52.7%), 5년

-9년 20명(27%), 10년-14년 9명(12.2%), 15

년-19년 6명(8.1%)순이며 10년미만 경력이 약 

80%로 공공도서 에 비해 직원들이 경력을 이

어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인도서 의 운 형태 조사에서는 비

독립 운 (운 법인 통합) 36명(48.7%), 비독

립 운 (복지  소속) 20명(27%), 독립운 이 

18명(24.3%)순이었다. 도서 의 운 기  유형

은 사단법인(장애인단체) 45명(60.8%), 도서  

사단법인이 14명(18.9%), 사회복지법인(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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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14.9%), 기타 4명(5.4%) 순이었다. 

3.3.2 감정노동과 직원의 조직몰입도

감정노동이 조직몰입도에 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회귀계수의 값이 4.681이며, 유의확률이 0.042

로 감정노동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노동은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도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3> 참조).

감정노동의 하 요인인 내면행 는 ‘실제로 

당사자의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 로 자신

의 감정을 실제로 느끼려는 것’을 의미한다. 내

면행 가 증가할수록 시각장애인도서  직원

들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노동  내

면행  정도는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

직몰입도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

다(<표 4> 참조).

감정노동의 하 요인인 표면행 는 ‘실제의 

감정에 상 없이 겉으로만 친 히 응 하는 행

로 가식 인 부분이 내포되어 진실성이 부족

한 상태’를 의미한다. 표면행 가 증가할수록 시

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

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통계 분석을 

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노동  표면행 는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도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표 5> 참조).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33.176 8.472 3.916 <0.001
0.056

감정노동 4.681 2.265 0.237 2.06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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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감정노동 요인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29.765 8.367 3.557 <0.001
0.121

내면행 -1.095 2.073 -0.066 -0.528 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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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내면행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27.773 7.431 3.737 <0.001
0.117

표면행 6.101 1.972 0.343 3.09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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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표면행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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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역할과 직원의 조직몰입도

역할이 조직몰입도에 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할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은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할은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

도에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표 

6> 참조).

역할요인의 하 요인인 역할모호성, 역할요

인, 역할과 이 조직몰입도에 향을 미치는 정

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 <표 8>, <표 9>와 같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할

요인의 하 요인인 역할모호성, 역할요인, 역할

과  모두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

도에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57.794 4.844 11.931 <0.001
0.032

역할 -2.097 1.370 -0.178 -1.53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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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역할 요인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56.644 5.274 10.741 <0.001
0.053

역할모호성 1.266 2.215 0.101 0.571 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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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역할모호성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57.905 4.008 14.446 <0.001
0.048

역할갈등 -2.057 1.083 -0.218 -1.899 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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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역할갈등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58.376 4.295 13.590 <0.001
0.049

역할과 -0.348 1.092 -0.042 -0.3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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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역할과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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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직무특성과 직원의 조직몰입도

직무특성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에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계수의 값

이 4.993이며, 유의확률이 0.004로 직무특성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특성은 시각장애

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0> 참조).

직무특성의 하 요인인 기술다양성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이나 재능이 요구

되는 정도’이며, 과업 요성은 ‘직무가 련 조

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 인 향을 미치

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특성의 하 요인인 

기술다양성, 과업 요성이 조직몰입도에 향

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1>, <표 12>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특성의 하 요인인 

기술다양성, 과업 요성은 모두 시각장애인도

서  직원들의 조직몰입도에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특성의 하 요인인 자율성은 ‘작업자에

게 부여된 재량권의 정도’를 의미한다. 자율성

이 조직몰입도에 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특성의 하 요인인 자

율성은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32.396 6.175 5.246 <0.001
0.110

직무특성 4.993 1.675 0.331 2.98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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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직무특성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34.718 5.723 6.066 <0.001
0.135

기술다양성 1.896 1.450 0.147 1.308 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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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기술다양성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33.477 6.202 5.398 <0.001
0.139

과업 요성 1.173 2.192 0.087 0.535 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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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과업 요성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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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40.800 3.353 12.169 <0.001
0.139

자율성 2.946 0.966 0.338 3.04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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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자율성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5 조직문화와 직원의 조직몰입도

조직문화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에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계수의 

값이 6.879이며, 유의확률이 0.001에 수렴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

문화는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

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4> 

참조).

조직문화의 하  요인인 자율, 동, 성취가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

하기 해 각 요인별 통계분석 한 결과, <표 15>, 

<표 16>, <표 17>과 같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의 하  요인인 

자율, 동, 성취가 조직몰입에 향을 주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문화의 하 요인  료가 직원들의 조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27.163 5.835 4.655 <0.001
0.187

조직문화 6.879 1.693 0.432 4.06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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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조직문화 요인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34.785 3.591 9.686 <0.001
0.223

자율 4.773 1.049 0.473 4.55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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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자율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31.750 4.392 7.230 <0.001
0.211

동 5.199 1.186 0.459 4.38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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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동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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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32.176 4.808 6.692 <0.001
0.175

성취 5.312 1.361 0.418 3.9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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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성취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해 통계분석을 실시

한 결과,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 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

의 하  요인인 료는 조직몰입에 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6 조직공정성과 직원의 조직몰입도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에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계수의 

값이 5.526이며, 유의확률이 0.001에 수렴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

공정성은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

입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9> 

참조).

조직공정성의 하 요인인 분배공정성은 ‘업

무수행을 해 투입(재화, 시간 등)된 것에 한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51.922 3.595 14.443 <0.001
0.002

료 -0.429 1.077 -0.047 -0.399 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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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료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35.508 2.377 14.939 <0.001
0.388

조직공정성 5.526 0.817 0.623 6.76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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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 조직공정성 요인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37.842 2.159 17.526 <0.001
0.363

분배공정성 4.912 0.767 0.603 6.4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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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 분배공정성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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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p) 유의확률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35.806 2.552 14.032 <0.001
0.344

차공정성 5.160 0.840 0.586 6.14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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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차공정성 정도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

기 보상의 만족 등’을 의미하며, 차공정성은 

‘성과를 결정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의미한다. 분

배공정성과 차공정성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을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표 20>, <표 21> 같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분배공정성과 차공정성은 시각장애인

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도에 향을 주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4. 면담  분석

4.1 상자 선정  질문지 구성

설문조사 결과 시각장애인도서  운 법인

의 유형  장애인단체와 사회복지법인 소속이 

체의 75%를 넘었고, 운 형태가 복지 과 운

법인의 소속으로 운 되는 도서  비율 역시 

75%를 넘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두 형태

(장애인단체-운 법인, 사회복지법인-복지 )를 

조합하여 상을 선정하 다. 해당 조합  인

터뷰에 응한 6명의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에 

한 면담을 시행하 다. 면담에 참가한 직원들

의 요청으로 실명 신 직무를 이름으로 사용하

으며, 도서 이 치한 지역에 한 비  유

지를 해 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기로 하 다. 

문가들은 장애인도서 에 근무한 경력이 있

고, 장애인도서  는 도서  장애인 서비스에 

련한 연구를 진행하여 공식 인 실 을 발표

한 인원  이 연구 활동에 응해  2명과 문

가 면담을 시행하 다.

면담의 질문지는 직자와 문가에게 설문지

를 바탕으로 각 요인인 감정노동, 역할, 직무특성, 

조직문화, 조직공정성에 한 질문지를 <표 22>

와 같이 구성하 다.

4.2 면담의 분석

직자, 문가 면담을 통해 감정노동, 역할, 

직무특성, 조직문화, 조직공정성 그리고 조직몰

입에 해 질문을 하고 응답을 들었다. 직자

들은 면담에서 수평 인 조직문화를 원하는 공

통 인 답변이 있었다. 

“수평 이어야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 우리 시각장애인도

서 은 각자 고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

에 수평 인 조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수평 인 조직이 성과를 이 내기 좋을 것 같

다. 재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도서 은 수직

인 조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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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역 내용

직자

감정노동
- 도서  업무가 감정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가?
- 감정노동으로 인해 잦은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조직에 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역할

- 업무  갈등은 조직에 해 어떤 견해를 가지게 되는가?

- 담당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 지시로 근무시간이 증가할 때 조직에 해 어떤 견해를 
가지게 되나?

직무특성
- 업무의 재량권 수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 그리고 성과에 어떤 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조직문화

- 성과를 내기 한 시각장애인도서 에 필요한 조직문화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 재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도서 은 어떤 조직 문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단되
는가?

- 도서  직원들의 의견이 도서  운 에 극 으로 반 될 때, 조직에 한 개인 인 

마음은 어떠한가?

조직공정성
- 노력하여 성과를 낸 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조직에 해 어떤 견해를 
가지게 되는가?

문가

조직몰입
-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감정노동
-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장애인이용자에 한 감정노동과 공공도서  직원들의 

장애인이용자에 한 감정노동에 한 차이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문화
- 시각장애인도서 은 도서 이자 장애인복지시설로 운 되면서 일반 인 도서 과
는 다른 직무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은 도서  조직구성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공정성
-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노력에 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조치

가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직무특성
-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에 한 문 인 직무교육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 - 시각장애인도서 의 변화를 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22> 면담 질문 내용

그리고 도서  본연의 업무보다 다른 업무들

로 인해 조직몰입이 힘들다는 의견도 공통 으

로 이야기 하 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지원이나 갑작스

러운 업무 지시로 인해 업무시간이 증가되면 조

직에 해 부정 인 감정을 표 할 때가 있다.”

“생각되는 업무지원이나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

로 인해 업무시간이 증가되면 조직에 해 부정

인 감정을 표 할 때가 있다.” 

“도서 의 순기능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 외

에 잡다한 일이 무 많다. 그러면서 오는 정체성

의 혼란이 있으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조직에서는 좀 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

하고 반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도 있었다.

“내 의견이 극 으로 반 된다면 책임감을 갖

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발생하고, 본인

과 이용자 모두 만족할만한 로그램을 운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만족도 한 높아진다.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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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조직에 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조직을 해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 에 

좀 더 애착이 갈 것 같습니다.”

문가들은 시각장애인도서 ( 자도서 ) 

직원들은 복지시설 개념이 강하지만, 소속 사

서에게는 도서  업무 이외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시각장

애인도서 의 직원으로서 장애인 련 문교

육을 이수하고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면 조직몰입에 정

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았다.

“직무의 성격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서 

고유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기술과 지

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직무 범 가 

넓어지게 되어 조직 구성에 정 인 향을 미

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두 그룹 모두 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해서는 여  복지 후

생들을 잘 갖춰 직원에 한 공정한 보상이 이

루어지는 것을 강조하 다.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상실감이 

커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매년 직원 평가를 

통해 우수 직원을 뽑는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

에 우수 직원에 뽑힐 수 있을 것이라 상했는데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실망할 것이다.”

“기 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부정 인 감정

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더욱이 평가가 공정하

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조직에 한 충성도

는 격히 낮아질 것 같다.”

“장애인도서 이 부분 모기 에 소속되어 있

는 경우가 부분이고 결국 장애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상은 여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테이블이 따로 있어서 일반 장애인도서

보다는 안정 으로 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만족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부보다

는 외부 다른 장애인 시설들과 비교하면서 만족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한 가지 있는 

것이 장애인 도서 의 특성상 제작 업무가 포함

된 평소 업무들이 다양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도서 이랑 비교해서 업무량이 많고 그만

큼 보상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 추측된다.”

“일반 으로 도서  직원에 한 여  복지 

후생 등이 잘 갖춰진 스마트 일터를 조성한다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한다. 즉, 직원에 한 공정

한 보상(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제언

이 연구에서는 문화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도서

의 다양한 직무를 가진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 확인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감정노동 요인, 직무 특성 요인, 조직

문화 요인, 조직공정성 요인은 조직몰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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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  

배경 요인, 역할요인은 조직몰입에 주는 향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공공도서  사서들을 상으로 수행된 심

효정(2006), 조찬식(2018)의 연구결과와 비교

해 봤을 때, 어느 직군에서든 감정노동 요인이 

조직몰입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공통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인도서  직원들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

과, 역할요인이 조직몰입도에 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공공도서 의 사

서를 상으로 연구한 심효정(2006)의 연구에

서는 역할요인이 조직몰입도에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난 것이 차이 이다. 이는 시각장애

인도서 의 사서, 역교정사 등 역할이 뚜렷

한 다양한 직무들이 있으나 각 직무에 한 정

체성이 불분명하고 직원들은 이에 해 불편함

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봤을 때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의 조직몰입을 높이

기 해서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첫째, 직원

들의 감정노동 정도가 높아 조직몰입도가 낮아

질 때, 감정소진에 한 피드백을 통해서 스트

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

째,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 시각장애인도서  

직원들에게 높은 수 의 재량권을 주는 등 자

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조직몰입도를 리하는데 효과 일 것이다. 셋

째, 수평 인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원들의 의

견을 시각장애인도서  운 에 극 으로 용

한다면 직원들의 조직몰입도는 상승하여 업무 

효율이 상승할 것으로 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

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도서  직원 모두가 인

정할 수 있는 공정한 배분 보상을 한다면 조직몰

입도는 향상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 로 할 때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몰입도 

연구와 련하여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새

로운 요인이 있는지에 한 추가 인 연구와 

요인 간의 계에 한 깊이 있는 연구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직몰입뿐만이 아니라 

감정노동과 감정소진으로 인한 이직 계에 

한 연구와 설문지 조사가 아닌 오랫동안 찰

하여 분석하는 깊이 있는 질  연구가 이루어

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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