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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클럽 관장의 리더십과 조직헌신의 관계, 그리고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충청도와 대전 지역에 소재한 시니어클럽의 종사자 288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모형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부트스

트랩검정 등이다. 분석결과, 시니어클럽 관장의 리더십과 종사자의 조직헌신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고 직

무만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의 조직헌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시

니어클럽 관장들의 리더십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과 프로그램의 개발, 자발적인 참여의 유도, 시설평가

에 리더십프로그램의 참여 실적 포함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료들과의 다양한 교류프로그램과 동료모임의 운영, 감정노동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멘토링과 휴식지

원 서비스의 제공,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슈퍼비전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니어클럽의 효과적인 노인

일자리사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시니어클럽, 관장, 리더십, 종사자, 조직헌신, 직무만족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between directors’ leadership and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senior clubs. A survey of 288 workers in Chungcheong and 

Daejeon was conducted.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correla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bootstrap. The analysis result was that directors’ leadership had positive effect 

on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was verified. For 

improving directors’ leadership,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leade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programs, and to include the participation of 

leadership program in facility evaluation. To advance workers’ job satisfaction, we need various 

exchange programs with colleagues and peer groups, mentoring and rest service to manage 

emotional labor, and professional job education and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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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에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노

인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빈곤문제가 심

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5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지

속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1]. 노인빈곤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하

였다[2]. 그 이전인 2001년에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

리전담기관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3], 2020년 현

재 10여 개의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중에서 시니어클럽

의 추진실적이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

은 전국에 19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한편, 노

인일자리사업의 다양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는데[4],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의 인적자원 관리가 시급하다.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의 인적자원 관리 중에서 조직

헌신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조직헌신은 조직에 대

한 충성심, 조직의 목표달성에 대한 노력, 조직의 목표

와 가치수용 등의 신념이다[5]. 조직헌신은 사회복지조

직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 관

리의 내용으로 간주되고 있다[6]. 최근 노인복지 분야에

서 종사자들의 조직헌신에 관해 진행된 연구로는 이선

우[7], 김순옥과 최천근[8], 이진열과 윤기혁[9] 등의 연

구를 제시할 수 있다. 조직헌신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되

고 있는 변수들은 주로 직무특성, 감정노동, 조직신뢰, 

감성지능, 자아효능감 등이다[10]. 

한편, 시니어클럽 관장의 리더십이 종사자들의 조직

헌신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리더십은 조직의 지도

자가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 그들의 신

념, 태도 및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다

[11]. 관장의 긍정적인 리더십은 종사자들이 자발적으

로 업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

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여준다[12]. 그리

고 관장의 리더십은 구성원들 간에 긍정적 관계를 형성

하는데 도움을 주어 조직헌신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발

휘한다. 관장의 리더십과 종사자들의 조직헌신의 영향

관계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된 신부경과 박종구의 연구[13]와 청소년지도자를 조사

한 박찬열과 권일남의 연구[14] 등에서 증명되었다. 노

인전문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지영[15]의 연구

에서도 두 변수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관장의 리더십과 종사자의 조직헌신의 관계에서 직

무만족이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 직무만족은 담당직무

에 대한 태도로서 직무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16]. 관리자의 긍정적인 리더십은 종사자들의 담당업

무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직무만족을 향

상시키는 역할을 한다[17]. 관리자의 긍정적 리더십은 

종사자들에게 희망과 신뢰 등의 긍정적 감정을 전달하

여 담당직무에 대한 열의와 노력을 끌어내어 직무성과

와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리더십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김도준과 최용민의 

연구[18]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영균과 김영태의 연구[19]에서 입증되었다. 유아교사

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곽창순과 김희태[20]의 연구에서

도 관리자의 리더십이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종사자들은 자신의 조직에 대

한 소속감과 애착심이 증가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

력하는 의지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21]. 반면, 직무만

족 수준이 낮은 경우에 종사자들은 담당업무에 대한 열

의가 감소되고 조직에 대한 헌신의 의지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변수의 영향관계는 지역아동센

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김용회와 한창근의 

연구[22]와 보육교사를 조사한 전선영과 정은주의 연구

[23] 등에서 증명되었다. 노인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임동호와 황지숙[24]의 연구에서도 직무만족의 조직

헌신에 대한 영향력이 규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핵심적인 전담기

관인 시니어클럽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헌

신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의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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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대상과 절차

대전과 충청지역의 시니어클럽에서 근무 중인 종사

자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이전에 시니어클럽 종사자 5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조사는 우편조

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조사기간은 2021년 8월 1

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88)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97 33.7

Female 191 66.3

License

Social Worker 231 70.8

Unqualified 51 17.8

etc. 4 1.4

Employment
Permanent 106 36.8

Temporary 182 63.2

2.3 변수의 측정

독립변수인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주의 연구

[25]를 참조하여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서번트리더십, 

비전설정, 공동체지원, 성장지원에 대해 4문항씩 총 16

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응답 값을 합산하였

다. 신뢰도는 .959이다. 종속변수인 조직헌신을 측정하

기 위해 손승호[26]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6문항이 선

정되었다. 신뢰도는 .931이다.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이병록[27]의 연구에서 제시된 6문항을 

참조하였다. 신뢰도는 .923이다. 각 변수의 측정도구에 

대한 응답범주는 동일하게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

렇다(5)’의 리커트척도로 설정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SPSS/AMO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등을 실행하였다. 빈

도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특성과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

하였고 변수관계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

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χ2

통계량, 절대적합지수 RMSEA, 증분적합지수 

CFI/TLI/IFI/NFI/RFI/NFI 등을 살펴보았다. 변수들

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의 간접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서 부트스트랩검정을 실시하였다.

3. 분석내용

3.1 변수들의 특징과 상관관계

측정변수들의 왜도는 -.654~-.105의 분포, 첨도는 

-.431~1.035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절대값으로 왜도

<3 및 첨도＜8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7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의 선정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증분적합

지수들의 값은 .90 이상이면서 1.0 이하이고 절대적합

지수는 .10 이하이다. Table 2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는 측정모형 적합도 χ2=285.746, df=101,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 값이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자료-모형 불일치를 과도하게 나타낼 수 있

다. 절대적합지수 RMSEA=.080이고 증분적합지수 

CFI=.959, TLI=.951, IFI=.959, RFI=.927, NFI=.938

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Estimate
S.E C.R

B β

Leadership

LS1 .982 .914 .036 27.079***

LS2 1.042 .919 .038 27.530***

LS3 1.006 .937 .034 29.287***

LS4 1.000 .926

Job

Satisfaction

JS1 1.000 .899

JS2 .993 .889 .043 22.844***

JS3 .959 .891 .042 22.992***

JS4 1.056 .886 .047 22.695***

JS5 .891 .659 .067 13.253***

JS6 1.011 .728 .065 15.464***

Organizational

Commitment

OC1 1.000 .869

OC2 1.125 .927 .049 23.057***

OC3 1.008 .866 .050 20.068***

OC4 1.105 .771 .068 16.305***

OC5 1.088 .783 .065 16.759***

OC6 .890 .789 .053 16.944***

  χ2=285.746, df=101, CFI=.959, TLI=.951, IFI=.959, 

RFI=.927, NFI=.938, RMSEA=.08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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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조모형과 매개효과의 검증

Fig. 2와 Table 3에서 구조모형과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결과는 첫째, 관장의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정(+)

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β=.558, p

＜.001). 둘째,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이 조직헌신에 정

(+)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609, p

＜.001). 셋째, 관장의 리더십이 조직헌신에 정(+)적으

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β=.272, p＜.001).

Table 3.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Path
Estimate

S.E C.R
B β

Leadership→

Job Satisfaction
.128 .558 .013 9.984***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568 .609 .053 10.813***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058 .272 .011 5.327***

Path Estimate
Standard

error

95% CI

Lower Upper

Leadership→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072 .011 .053 .095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612 .272 .340**

넷째,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범위에

서 하한값(.053)과 상한값(.095)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관장의 리더십이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조직

헌신에 미치는 총효과는 .612, 직접효과 .272, 간접효

과 .340(p<.01)으로 분석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관장

의 리더십이 조직헌신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

=.272). 이 분석결과는 관리자의 리더십이 종사자들의 

업무동기를 유발하고 동료들의 관계를 개선시켜 조직

헌신도를 증진시킨다는 윤병선과 김천규[11]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종사자들의 조직헌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장의 리더십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시니어클럽 관장의 리더십과 종사자의 조직헌

신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장의 리더십이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β

=.558). 이 분석결과는 관리자의 긍정적 리더십이 종사

자들의 긍정적 업무태도와 감정, 직무열의 등을 증진시

켜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을 향상시킨다는 전미숙[17]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증진

시키기 위해 관장의 리더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이 조직헌신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609). 이 분석결과는 종

사자들의 직무만족이 조직에 대한 업무열의, 소속감, 애

착심, 조직발전에 대한 의지를 향상시켜 조직헌신도를 

높인다는 손인봉[21]의 논리를 증명하고 있다. 종사자

들의 조직헌신을 높이기 위해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필

요가 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의 조직헌신을 증진시켜 노인일

자리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니어클럽 관장의 리더십을 개선하

기 위해서 첫째,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을 확대해야 한다[28]. 둘째, 보건복지부

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협력하여 관리자의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과 관장들의 참여를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29]. 셋째, 

시니어클럽 관장들이 리더십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훈

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항을 사회복지시설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종사자들 간에 동료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

지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프로그램과 동료모임 등을 운

영할 필요가 있다[30]. 둘째,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을 관

리할 다양한 멘토링과 휴식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31]. 셋째, 종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시니어클럽 관장의 리더십과 종사자의 조직헌신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203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업무진행 시에 필요한 슈퍼

비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32].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이 사회적 필요성과 검증된 효

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시니어클럽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 관리

에 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 이후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적자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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